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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 Sheet 

GLG는 세계적인 인사이트 네트워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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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glginsights.com/ko/ 에서 확인해보세요. 

 

Fast Facts 

• 설립: 1998, 뉴욕 

• 위치: 12개국(미국, 중국, 인도, 대한민국, 일본,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독일 및 두바이) 소재 사무소 

• 직원: 2,500+ 

• 네트워크: 매일 새로운 전문가를 모집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네트워크 

• 본사: 뉴욕, 미국 

• 대표: Paul Todd, CEO 

• 소유권: 비상장 회사 
 

 

Clients  

• 포춘지 선정 100대 기업 중 40% 

• 세계 10대 기술 기업 중 7社  

• 10대 대형 제약회사 중 8社  

• 10대 로펌 중 9社  

• 10대 글로벌 은행 중 9社  

• 최고 경영 전략 컨설팅 기업  

• 65명 이상의 Social Impact 연구원  

• 유명 비영리조직, 재단, 사회적 기업 300社 이상  

• 750개 이상의 글로벌 사모 펀드 

• 500개 이상의 공공 자본 투자 회사 

• 상위 5위 광고기업 대행사 및 마케팅 기업 

 

 

How We Help 

전화 자문 특정 주제, 비즈니스 또는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1:1 전화 자문으로 연결합니다. 

설문 조사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와 다양한 

1차적 전문 지식 소스로부터 구축된 B2B 패널을 

생성합니다. 

이벤트 대면 혹은 비대면 미팅, 라운드테이블 등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실시간 참여형 이벤트를 

주관합니다. 

통합 인사이트 여러 업계와 분야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갖춘 컨설턴트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프로젝트 특수팀을 투입해 프로젝트의 방향성 및 

전략을 제시하고 시너지 효과를 높입니다. 

인재 알선 최고 경영자급 전문가를 소개하여 필요한 

전문 지식을 빠르게 전달합니다. 

GLG Social Impact 사회적 부문에 GLG 인사이트 

네트워크의 힘을 나눕니다.  

GLG Institute 고위급 경영인들이 인사이트 공유를 

통해 업계 성공을 도모하는 커뮤니티입니다. 
 

 

Compliance 

전문가 네트워크 업계의 선구자로서 GLG는 업계 

컴플라이언스 표준 수립과 개발을 선도했습니다. 

GLG의 컴플라이언스 체계와 기술은 감사 가능한 

투명한 방식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은 모범 사례에 

따라 전문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GLG의 

독자적인 컴플라이언스는 차별화된 경쟁 

요소이며, GLG 문화의 핵심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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