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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Inside
[BGF리테일]
기업의만족도, 장단점, 초봉을한눈에알수있는리포트입니다.
내가지원할기업이어떤기업인지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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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추천율과기업미래에대한평가를살펴보면재직자들이이기업의전망을어떻게생각하는지추측할수있습니다.
기업내부에서일하고있는재직자는새롭게추진하는사업이나방향성을외부자보다더잘알 수있기때문에외부자보다근거있는평가가가능합니다.

이기업의미래는어떻게될까요? 이기업의직군별성장가능성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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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제휴 서비스/고객지원 유통/무역 경영/기획/컨설팅 마케팅/시장조사

하락 유지 성장

내부직원이생각하는성장가능성은어떠한가요?전망분석

주요직군중 가장긍정적으로미래를전망하는직군은

경영/기획/컨설팅직군입니다.

유지+성장

84%

16%

비지에프리테일(주) 직원의 84%가 이기업은현재수준을유지하거나

성장할것이라고예측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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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에프리테일(주) 총 만족도는산업군평균보다높습니다.

동종산업군대비만족도가더 높은영역은승진기회및가능성, 복지및 급여, 

사내문화, 경영진영역입니다. 

이기업은복지및 급여만족도가상대적으로높은구조의오각형패턴을

보입니다. 이와유사한모양의오각형구조를보이는기업으로는

지에스리테일(주) 등이있습니다.

이기업의 5대영역만족도

세부평가영역은승진기회및 가능성, 복지및급여, 업무와삶의균형, 사내문화, 경영진 5가지입니다.
사람에따라각 영역의중요성은다를수있으니, ‘나에게가장중요한가치는무엇인가’에대한고민을해보는것이좋습니다.

내가중요하게생각하는영역의만족도가높은지, 상대적으로낮은점수를보이

는영역은감당할수있는지를고민해야합니다.

절대적인점수만생각하면판단이어렵습니다. 내가중요하다고생각하는영역

의만족도가업계평균과비교했을때어느정도수준인지살펴보세요.

덧붙여, 산업평균을나타내는오각형모양이나의가치순위와다르다면, 해당

산업으로의취업을재고해볼 필요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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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영역별만족도는어느정도수준인가요?

차트보는 TIP

차트해석하기

세부영역

점

1점

2점

3점

4점

5점

승진기회및가능성

복지및급여

업무와삶의균형사내문화

경영진

동종산업군 비지에프리테일(주) 지에스리테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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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에프리테일(주)

산업군평균

1 1 1 1 1 1 1 1 1 1 1 0 0 0 0 0 0 0 0 0

대기업평균

중소기업평균

복지및급여란, 연봉과성과에따라별도로지급되는인센티브, 각종복리후생등을의미합니다. 흔히 ‘보상 수준‘ 또는 ‘처우’라고합니다.
복리후생은복지포인트, 각종경조사축하금, 의료비지원등의직∙간접적인금전적혜택입니다. 따라서복리후생또한회사가제공하는금전적∙비금전적수준을평가할수있는지표가됩니다.

복지및급여에대한만족도는산업내경쟁사와의비교를통해평가되는경향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산업이각각다른 A기업의연봉이 B기업의연봉보다높더라

도, 만족도점수까지높지는않게됩니다. 각각의업계에서비교했을때상대적인

수준을기준으로만족도를평가하기때문입니다.

따라서산업내 평균점수와비교해보는것이의미가있습니다.

대기업들은기본적으로다양한복리후생을갖추고있어, 이영역의점수를결정

하는요소는기본급수준과인센티브인경우가많습니다. 특히영업등성과에따

른보상이중요한직군에서는인센티브수준이많은영향을미칩니다. 타 직군에

비해영업직군의만족도가낮다면, 이는기본급이아닌인센티브제도에이슈가

있을확률이큽니다.

중견/중소기업의경우, 반대로절대적인급여수준보다는다양한복리후생을갖

춘경우만족도가높아지는경향이엿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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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직군별총만족도점수차이

이기업의평균총만족도 : 점

4%23%40%60%77%96%

A++AB+BC+F C

89% 11%

A+D
만족도
등급

최하위 최상위

만족도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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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및급여 전체직무평균

복지및급여만족도점수는산업군평균점수인 2.27점 대비높으며,

만족도등급은 A입니다.

주요직군중에서는경영/기획/컨설팅직군의만족도가가장높습니다. 

반면, 마케팅/시장조사직군이가장낮은만족도를보이고있습니다.

복지및급여에대한만족도는어느정도인가요?

차트보는 TIP

차트해석하기

세부영역 (2)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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