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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소개  

베테랑이란 일용직/기간직 인력시장에서의  

일자리와 근로자 간의 미스 매칭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O2O서비스 플랫폼으로  

현재 활동 근로자 회원 13,000명과 직업소개소 회원 

1,800개소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 브랜드입니다. 

일용직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인력시장에 

최적화된 인프라를 통해, 구인자와 구직자 간의  

최적화된 매칭과 인력배치부터 스케줄 관리까지  

손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 독자적인 O2O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일용직 플랫폼의 시작 



• 일정 관리 

• 맞춤 일자리 찾기 

• 긴급 일자리 받기 

• 직업소개소 관리 / 찾기 

• 출근(GPS) / 근무 / 노임 관리 

• 대중교통 길 찾기 

APP(근로자용) 

• 일정 관리 

• 인력관리(온/오프라인) 

• 긴급 인력 요청 

• 인력 찾기 

• 현장 배치 

• 문서 / 자료 / 지급 관리 

APP(구인자/직업소개소용), PC 버전  

서비스 기능 소개 

직종 지역 날짜 

지역별, 노임별, 직종별 

맞춤 일자리 검색, 저장, 바로 지원  

긴급일자리 등록 

구인자/직업소개소용 근로자용 



베테랑 플랫폼 개발사 ㈜플랫포머스는 전문 HR컴퍼니 그룹인 페이버스 내 취업포털(스카우트) 및 온라인 서비스 전체를  

관장하던 ㈜스카우트의 온라인 사업 부문이 새로운 플랫폼 서비스 베테랑을 위하여 출범한 회사입니다. 

회사명 페이버스 

대표이사 민병도 회장 

창립일 1985년 8월 15일 

자본금 100억 

사원수 4,000명 

홈페이지 www.favors.co.kr 

회사명 ㈜스카우트 

대표이사 문영철 (페이버스 부회장) 

창립일 1990년 9월 28일 

매출액 300억 

사원수 450명 

사업분야 헤드헌팅, 채용대행, 파견 

홈페이지 www.scout.co.kr 

회사명 ㈜한국 EMS 

대표이사 박남규 

창립일 2000년 8월 4일 

매출액 61억 

사원수 174명 

사업분야 제조, 물류 아웃소싱 

회사명 ㈜스카우트HR(구 에스티티) 

대표이사 문영철 

창립일 1994년 10월 13일 

매출액 15억 

사원수 40명 

사업분야 IT제조, 컨택센터 

회사명 ㈜플랫포머스 

대표이사 박준석 

창립일 2016년 9월 21일 

자본금 5억 

사원수 12명 

사업분야 취업포털 스카우트, 베테랑  

홈페이지 www.platformers.co.kr 

회사소개  



전국 네트워크/스카우트 

“ 본사와 8개 지사로 연결되는 전국네트워크 “ 

플랫포머스는 본사와8개 지사로 전국을 연결하여,  

전국 어디서든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경기지사(수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85 (우만동 140-4) 송암빌딩 5층 
  
 
◎ 강원지사(원주)  
강원도 원주시 중앙로 83 (중앙동 122) 밝음신협빌딩 503호  
 
 
◎ 중부지사(천안)  
충남 천안시 서북구 오성로 134 (성정동 1325) 온누리빌딩 201호 
  
 
◎ 대전지사(대전)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29 (봉명동 548-12)이화빌딩 3층 
  
 
◎ 호남지사(광주)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37 (화정동 177-1) 하이모빌딩 7층 
  
 
◎ 영남지사(구미)  
경북 구미시 인동남길 14-1 (진평동 1037-7) 에스티티빌딩 4층 
  
 
◎ 대구지사(대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와룡로 220 (죽전동 275-1) 3층  
 
 
◎ 부산지사(부산)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35 (연산동 1123-21) 해성빌딩 5층  

■본사(서울)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431(역삼동 720-19) 삼봉빌딩 3~5,8층  



이제는 인력공급도 검증된 

안정적인 인력 공급이 어려우셨나요? 

이제 전국 인력 인프라와 독자적인 일용직 전문  

O2O 플랫폼에서 ‘베테랑 인력 공급 서비스’를 

제안합니다! 

어려운 
인력 수급 

불필요한 
시간 소모 

잦은 
인력 교체 

베테랑 인력 공급 서비스 제안  

으로 공급받으세요! 



하나.  국내 최대 규모의 일용직 플랫폼  
서비스 인프라 활용 및 제공  

베테랑은 일용직 시장에 특화된 O2O 플랫폼으로써 인력, 현장, 알림, 출근 관리 등 

체계적이고 독자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베테랑 인력 

공급 서비스는 보다 안정적이고 검증된 인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둘.  다양하고 전문적 인력 POOL 보유 

전국적으로 베테랑 활동 회원 13,000명과 직업소개소(회원사) 1,800개소를 통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인력 Pool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셋.  교육을 통한 안전, 예절이 겸비 된 ‘베테랑 人’ 의 공급 

베테랑은 주기적으로 안전교육과 사회 기초예절 교육을 실시하여  

작업장 내 분위기와 팀워크 강화에 도움을 주어 작업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베테랑 인력 공급 서비스를 써야 하는 이유  



실시간 현장관리자 확인 가능 

추가 안전 교육과 
직장 기본 예절 교육 

베테랑의 인력 공급 SYSTEM 

- 베테랑 인력 관리 

- 베테랑 예약에서 근무완료까지 

“베테랑人 DB관리” 

“예약/ 출근관리 시스템을 통한 정확한 인력 공급 서비스 제공” 

베테랑 플랫폼  

인적 
사항 

직종 경력 
자격/ 
이수증 

근무 
내역 

블랙 
리스트 

일자리 
예약 

당일 새벽 
출근 알림 

현장 길찾기 
지원 

GPS로 출근 
확인 및 완료 

현장 담당자에게 
업무 확인 사인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메시지 기능) 



베테랑 서비스 인프라 

- 직업소개소 인프라 현황 - 베테랑 활동 근로자 인프라 현황 

 [기공] 직종별 비율 

철근 전기 목공 용접 설비 미장 타일 

10% 10% 10% 9% 9% 8% 7% 

도장 방수 조경 조적공 콘크리트 석제 기타 로프공 

7% 5% 5% 5% 4% 4% 4% 3% 

베테랑 활동 근로자 회원 (13,000명 ▲) 

[조공] 일반공, 철거, 운반공 등   

54% 

16% 

30% 

[기공] 타일공, 조경, 
콘크리트공(타설), 조적공(쓰미), 
석제, 로프공, 기타(기공) 등 
 

[기공] 전기, 목수(목공), 용접공, 
철근공, 미장공, 설비  

베테랑 조공/기공 비율 

경력별 근로자 수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이상 

5천 이상 

3천 이상 

베테랑 직접 협력 직업소개소 (30개소) 

베테랑 가입 직업소개소 (18,00개소) 



www.veteranscout.co.kr  

02) 2188-6846 

jhseol@platformers.co.kr 

감사합니다. 

영업팀 팀장 설재훈 (010-7377-5869) 

더 자세한 문의는? 

을 검색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