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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의 HC (human capital) 전문가들은 리서치, 분석, 산업에 대한 통찰력을 기반으로 구성원
성과를 통한 사업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HR, 인재, 리더십, 조직 및 변화 제도의 설계 및 실행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Deloitte.com 의 Human Capital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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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지난 십년 간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다양한 구성원들과 비즈니스의 렌즈를 통해 바라본 결과, 지난 십년 동안 거대한 변화가
있었으며, 또한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올 것이다
오늘날의 세계는 2011 년 처음 Global Human

지난 십년의 초반: 경기불황에서의

Capital Trends 보고서를 발표했을 때와 현저히

탈출

다르다. 지난 십년은 기하급수적이라 표현할 수
밖에 없는 속도로 진화되었으며 “새로움”이라는

2011 년 첫 연례보고서가 발표되었을 때, 2007-

급진적 변화가 일어났다. 기술은 십년 전에는

2009 년의 거대한 경기불황 이후 세계는

상상도 못했던 속도로 우리의 일터로 침투하고

경제적으로 안정화가 되어 가고 있었다. 글로벌

있다. 인력의 인구통계를 보면 많은 변화가

금융 시장은 2011 년 중반까지 Standard&Poor’s

1

이루어졌다. 직장 내 5 세대(Z, 밀레니얼, X,

(S&P) 500 지수가 최대치인 200 포인트 이내까지

베이비부머, 그 이전) 존재, 선진국 내 노동 가능

오르는 등 지난 몇 년 간의 침체 후 회복을 보이는

인력 감소, 보상과 대우의 등 평등에 대한

2

기미를 보였다.

구성원들의 관심 증가가 해당된다. 그리고 인력이
진화 하였듯이 구성원의 기대도 진화되었다. 즉,
조직들이 개인의 삶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며, 기계로 인한 의도되지 않은 결과를
최소화하고, 공정하며 윤리적으로 모습을 보이기를
구성원들은 기대한다.
이러한 중요한 변화들 속에서, Deloitte Global
Human Capital Trends 연례보고서는 다양한
구성원들과 비즈니스의 관점들을 통해 경제적,
문화적, 기술적 환경을 보여주며 구독자들이 지난
변화들의 매 순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2020 보고서를 발표하기 전에, 지난 십년 동안
업무 환경을 새롭게 만든 변화 요소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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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위험을 완화시키기 위해 각국 정부들은

유로지역 국가들에 대한 추가 지원 발표 이후 EU 의

Dodd-Frank 와 같은 새로운 규제와 Basel III 와

부채 위기는 진정되었다. 글로벌화의 확대는

같은 글로벌 표준을 도입했다. 2011 년 보고서에서

아시아 내 비즈니스 확대로 연결되었다. 글로벌

새로운 규제들의 모든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Fortune 500 내 중국기업 수가 2010 년 47 개에서

분석 내용은 기업들이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데

2014 년 95 개로 늘어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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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한마디로 글로벌 경제계는 역사의 새 장을 쓰기
직전인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규제 속에서, 조직들은 비용과 규정 준수에
새롭게 초점을 맞추려는 본격적인 변화를 시작했다.

지난 십년의 중반: 미래의 일 도래

기계와 운영의 두가지 측면에서 방향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보였다. 이는 조직이 복잡해지고

지난 십년의 중반에 들어서면서, 세계는 불과 몇 년

다양해짐에 따라 더 어려워지는 부분이다. 리더들은

전과 다른 곳이 되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의 일상을

각 부서와 팀에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임무를

변화시키는 기술은 직장 업무에서도 영향을 미쳤다.

맡게 되면서, 리더들이 조직 전반적인 이슈를

모바일, 클라우드, 소셜미디아인 디지털 기반이

사일로적 접근으로 부서간 상호 협업 없이 각각의

지난 십년 초반에 형성되었다면, 중반에는 기계가

특정 사업 분야에만 초점을 맞추려는 현상으로

모든 업무 측면에서 동인요소이면서 조력자로

이어지게 되었다.

여겨지는 세계가 되었다. 급성장하는 온라인 경제로
25 세 미만의 2 억 8200 만 인터넷 유저를

지난 십년의 초반에는 또한 혁명적인 기술의 출현이

탄생시킨 중국과 같은 신흥시장에서도 디지털

시작되었다. AI 는 교통표지판 인식부터 퀴즈 문제
해결까지 인간을 이길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다.

조직은 C-레벨의 관심사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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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기술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동료가 되기는

클라우드는 조직의 초기 낮은 진입 비용, 빠른 해결

상상도 하기 어려웠었다.

속도, 뛰어난 적응력이 가능하도록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을 가져왔다. 그리고 직장 내 데이터의 폭발적

그러나, 새로운 기술의 폭발적 등장에도 불구하고,

증가는 새로운 비즈니스들의 우선 순위를 나타내

생산성은 1970 년 이후 최저 수준이었다.

주면서 기존의 의사결정 변화를 가져왔다.

기술의 폭발적 증가는 부작용으로 나타나기

10

게다가,

시작했다. 2014 년 “과도한 업무로 지치는

2013 년이 되자, 무언가 다른 변화가 일어났다. 그

구성원”에서 논쟁 되었듯이 “정보과부하와 24/7

해의 보고서인 지평선 재설정에서, 선도적인

상시 연결된 업무 환경은 구성원들에게 압도적인

조직들이 어떻게 경기불황에서 벗어나 인재,

부담이 되기 시작했고, 이는 생산성은 떨어뜨리고

글로벌화, 성장, 혁신의 새로운 지평으로

구성원들의 낮은 몰입도로 연결되었다.”

5

변화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계속되는

11

많은

조직들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업무에

사업의 불확실성은 불가피해보이지만, 이러한

새로운 기술 적용으로 구성원들의 진정한 잠재력을

불확실성을 활용하여 경쟁 우위로 전환할 수 있는

발휘하도록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하지

기회들도 보였다.

못했다.

경기불황 이후 5 년 동안 그동안 시도되지 않았던

이러한 도전과제는 2016 년 보고서인 새로운 조직:

비즈니스를 통해 새롭고, 억제되지 않은 낙관론이

설계에 따른 차이에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

보이기 시작했다. 경제는 빠른 반등을 보이기

보고서에서는 기업들이 고용주와 구성원 간

시작했다. S&P 는 조정 기간 없이 2013 년 대비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계약”을 관리하기 위하여

6

30% 상승했다. 2012 년 말 유럽중앙은행
Bank)이 구제금융/예방프로그램에 포함된

5

2020 Deloitte Global Human Capital Trends

그들 자신의 변화의 필요성을 연구했다.

12

인간과

지난 십년의 후반: 사회적

기술 간의 긴장감이 가속화 되면서, 2017 년 까지

기업으로의 진입

인간과 기술이 함께 생산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좀더 급진적인 변화가 요구된다는 것은 분명해졌다.

지난 십년의 후반에는 조직들이 인간과 기술이 함께

2017 년 보고서인 디지털 세대를 위한 규칙의

잠재적인 힘을 발휘하기 원하는 과정에서도

재정립에서 일부 전통적 구조와 기존 정통파가

“새로운 조직”에 대한 중요한 관점이 놓쳐지고

조직들이 기술 기반으로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을
13

방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졌다.

있었다. 조직들이 기술을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

이

보고서에서, 조직들은 디지털 세대의 본격적인

하는 동안에도 새로운 사회적 인사들이 중요한

시작과 함께 도래한 기하급수적인 변화를 탐색하기

역할을 하고 있었다.

위하여 “규칙을 재정립” 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했다.

2008 년 이후 세계가 경제 회복을 했음에도

이러한 새로운 규칙들은 단지 기존의 구조와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재정적 이익이 개인 삶의

프로세스에 기계를 적용하는 규칙 이상의 기준이

향상과 사회적 문제 해결에 실패했다는 사실에

필요할 것이다. 대신에, 조직들은 인간과 기계 간

좌절하였다. 지난 십년 초반에는 서로 연결되는

모순이 아닌 융합의 방법으로 어떻게 업무와 일하는

세계 속에서 블랙 라이프 매터(Black Lives

방식을 재설계하는 지에 대하여 고민이 필요했다.

Matter)(2013 년), 러브 윈즈(Love Wins)

기계, 인간, 비즈니즈 이슈들이 별개의 문제가

(2015 년), 브렉시트와 그 외 캠페인(Brexit and

아니라 서로 얽혀 있다는 인식과 함께, 새로운

the Remain Campaign)(2016 년), 미투 운동(Me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깨달음이 이루어졌다.

Too)(2017 년) 등과 같은 사회 운동의 힘을 보았다.

조직들은 인간과 기계 둘 다가 포함된 팀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사회에서 해결되지 못한

네트워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조직 재구성이 필요할

리더십의 빈공간을 채우기 위해 정부보다는

것이며, 이는 적응력이 뛰어난 조직 구조로서 더 큰

기업으로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다.

민첩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14

이러한 요소들은 근본적으로 다른 형태의 조직

조직들은 리더로서 다르게 일해야 한다. 즉, 모든

필요성으로 나타났다. 2018 년 보고서에서 사회적

변화에서 통합된 시업 사고방식을 가져야 한다.

기업의 개념이 다음과 같이 소개되었다.

이때, 이러한 모든 변화들이 미래 업무의
시작점으로서 업무, 근로자, 일터를 근본적으로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은 조직의
매출 증대 및 이익 창출뿐만 아니라 조직의
환경과 이해관계자를 존중하고 지원하는

재창조하는 긴 여정이 시작된 것이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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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을 수행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세계를 형성하는 트렌드에 대해 경청하고,
투자하며,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사회적 기업은 다른 기업들에게
롤모델이 되며, 조직 내 모든 단계에서 높은
수준의 협업으로 좋은 시민(조직 내/외부)이
되도록 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15

위해 “재창출을 위한 사례(benchmark for
reinvention)” 로서 다섯 가지의 인간적인 원칙을
제시했으며, 이는 이러한 혁신을 시작하는 조직을
16

위한 가이드라인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불확실성 속에서 지난 십년을 시작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앞을 내다 보면, 다시 불확실성의
기간으로 되돌아 가는 것처럼 보인다. 인구통계와

사회적 기업은 2016 년 보고서에서 확정한 “新

같은 동인은 시스템이며, 민족주의의 부상과

사회적 계약”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확대하여

자유무역의 제한과 같은 동인은 정치이며, 비즈니스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안정성 확보를 목표로,

환경을 계속 변화시키는 기하급수적인 기술의

개인과 조직, 조직과 사회 간 관계를 보다 인간

동인은 바로 기술혁신이다. 이러한 불명확성이

중심적으로 재결합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사회적

방해인지, 아니면 추진력인지는 계속 발생되는 내적

기업이 된다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상의

갈등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즉, 넓은 생태계에서 조직의

것으로 보인다. 긍정적인 소식은 본 보고서에서

고민들 간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조직의 일하는

지난 십년의 초반에 가졌던 사회적 기업의 사고

방식을 변화하는 것이다. 이는 조정하는 리더들의

방식과는 매우 다른 사고방식으로 이 도전과제를

팀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촉발시켰다. “교항곡

해결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임원”의 개념은 그 해 가장 중요한 트랜드로서, 기업
마인드를 가지는 것도 좋지만, 사회적 기업이
당면한 도전과제들, 즉 인간과 기술의 통합, 주주의
니즈 결합, 이익과 목적의 균형을 맞추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조직의 의지를 반영한 개념이다.
2018 년 보고서는 트랜드, 청사진, 행동 강령의
일부로서 오늘날 기업, 비영리, 정부들이 사회적
기업으로의 변화를 이해하고 새로운 형태의 조직이
우선화되는 데 기여를 하였다. 그리고 2019 년
보고서에서는 사회적 기업이 조직/제도 설계와 운영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인간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기
시작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사회적 기업이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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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부
직장에서의 사회적 기업: 역설의 통로
사회적 기업의 힘은 인간 자체에 초점을 부여하는 능력이 있다. IT 와 연계된 모든 분야에 대하여
구성원들은 조직과, 사회, 그리고 그들 자신을 위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기술과 함께 생산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구성원들에게 권한을 부여한다

불과 몇 년 동안에, 사회적 기업 - 사회적 기업이란,

불평등, 그리고 조직들의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의

매출 성장 및 수익 창출과 환경과 이해관계자

우려가 계속해서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많은

네트워크를 존중하고 지원하기 위한 니즈와 결합한

나라에서 낮은 실업률로 더 강력한 노동력과 결합된

조직을 의미한다 - 의 개념은 재미있던 새로운

사회적 기대는 인간적 고민을 조직과 사회에서

아이디어에서 구체적인 비즈니스 현실화 되었다.

공유하도록 했다.

4

BlackRock 회장 겸 CEO 인 Larry Fink 는 2018 년
CEO 들에게 보낸 연례 서한에서 "사회는 공공과 민간

이러한 인간적 고민이 해소됨과 동시에 다른 현상이

모두 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위해 봉사할 것을

발생하고 있었다. 이는 1 차적인 동인은 아니지만,

요구하고 있다." 라고 주장해 화제가 되었다. 2 년

기업 가치의 1 차적 동인으로 기술에 대한

후에도 계속 서명을 받아온 세계 181 개 대기업

관심이었다. 혁신적인 기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최고경영자(CEO)들이 처음으로 서명한 서한에서

가치 창출을 가속화하려는 "디지털 혁신" 노력에

Business Roundtable 은 기업의 취지를 주주만이

대해 조직들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모든

아닌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봉사하는 것이다라고

회사는 테크놀로지 회사이다"는 주문을 외우고 있다.

1

2

재정의했다. 그리고 2020 년 세계경제포럼(World

그러나, 문제는 이 모든 것을 통해 대부분의 조직들은

Economic Forum)에서는 목적과 윤리가 의제의 주요

인간과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술에

3

주제였다. 실제로 올해 119 개국 9,000 여 명에

대한 노력과 완전히 별개의 시선으로 바라 본다는

가까운 기업 및 인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즉, 이 두가지 내용이 별도의 방법으로

Global Human Capital Trends 설문조사의 응답자들

해결하려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이 두 영역을

중 50%는 조직의 목적을 그들이 봉사하는

연결하는 전문가들 조차도 인간적 관심을 조직들의

지역사회와 사회 전반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를

기술 활용에 대한 관심과 분리하여 볼 뿐만 아니라

포함하도록 광범위하게 확장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대조적인 것으로도 본다. 많은 사람들 역시 이 견해에

사회적 기업의 가속화를 촉진하는 것은 고용주와

동의하는데,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AI 와 로봇 공학이

구성원들 간 관계에서 개인에 대한 권한 부여와

인간 고용에 위협이 된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지지하는 방향으로의 사회적 전환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기술과 인간이 서로 다른 영역, 혹은

2018 년과 2019 년에는 근로조건 개선부터 성별

근본적으로 대립하고 있다는 관점을 변화할 때가

2

임금 형평성까지의 변화를 위해 1980 년대 이후

되었다. 더 큰 가치는 이 둘 간의 융합에서 발생되는

3

최대 숫자의 파업이 일어났다. 고용 가능성, 임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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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보고서에서 우리는 "인간적 초점을

재창조가 위협으로 인식되지 않고, 계속되는

재창조하라"고 조직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화두를

변화 속에서 안정감을 찾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면

던졌다. 그러나 새로운 10 년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어떨까?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조직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기술에

업무에서 장기적 성공을 위한 구성원들의
잠재력(potential)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재창조를 활용해야 한다.

의해 넘쳐나는 업무 환경을 어떻게 인간화할
것인가를 묻는 대신에, 조직들에게 더 심도있는
질문으로 기술이 창출하는 환경을 어떻게 활용하여


업무를 인간화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불확실한 시대에 과감히 실행한다. 기술은

환경의 가능성을 이해함으로써 조직들은 현재

변화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한다. 그럼에도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역설 중 하나를 수용하기 위해

불구하고 인간은 대담한 진전을 뒷받침할 수

앞으로 나아갈 이정표를 정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술

있는 확신을 원한다. 여기서, 설문조사 결과에

중심의 세계에서 조직들은 인간성을 유지할 수

의하면, 많은 조직들이 빠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가?

있는 능력에 대하여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다.
응답자 중 90%는 조직들이 필요한 규모와

인간과 기술을 융합하는 견해, 즉 기술에 의해 형성된

속도로 변화에 대한 니즈가 향후 10 년 동안

세계와 함께 일하라는 것은 구성원들과 조직들이

성공에 중요하다고 말했지만, 단지 55%만이

다음의 큰 세 가지 변화를 통해 조직들은 현재

그들의 조직들이 필요한 규모와 속도로 변화할

존재하는 가장 도전적 갈등을 초월할 수 있게 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것이다.


만약, 의심을 가지는 대신에, 불확실성이 새로운
가능성, 즉 결정적인 행동을 통해 미래를 형성할

개성의 욕구 속에서 소속감을 육성한다. 기술은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 이렇게

모든 것을 개인화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든다.

하려면, 조직들은 불확실성을 미래를 확실하게

그러나 인간은 전체인 소속감을 원한다.

이해할 수 있는 정보의 관점(perspective)으로

설문조사 결과, 소속감은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변화해야 한다.

대상임을 강조한다. 응답자의 79%가
"구성원들에게 소속감을 부여하는 것"이 향후

이 세 가지의 변화는 직장에서 사회적 기업이 된다는

12 개월에서 18 개월 동안 조직의 성공에

것을 특정 짓는 새로운 속성들의 구성이다 (그림 1).

중요하거나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분열을
만드는 대신에, 만약, 개성이 공유된 목표를



추구하고 상호보완적인 능력과 결합함으로서

목적: 목적만 이야기하지 않고 일상 업무의 모든
관점에서 의미를 내재화하는 조직

탄생한 힘의 중심이 된다면 어떨까?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 조직들은 업무에서
목적(purpose)을 통해 개인들을 서로

창조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계된 조직

연결시키고 이들의 힘을 최적화할 필요가 있다.


잠재력: 인간이 기계의 세계에서 생각하고,



재창조의세계에서 안정감을 구축한다. 기술은

관점: 오늘날을 위해 최적화하는 방법 뿐만

끊임없이 개개인 스스로가 재창조하려는 니즈를

아니라 미래의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을 묻고

자극한다.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안정감을

미래 지향성을 장려하고 수용하는 조직

원한다. 올해 설문조사 결과는 재창조의 니즈를

이러한 속성들을 내재화 하려면 고도의 변화가

강조하고 있다. 응답자의 53%가 향후 3 년 이내

필요하다. 즉, 광범위한 문화적 설명과 고상한 목적

50~100% 의 구성원들의 기술과 역량을

및 사명으로부터 조직의 문화, 목적 및 미션에 삶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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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 넣을 수 있는 전술적 프로세스, 프로그램 및

부분들이 여전히 중요하지만, 선도적인 조직들은

구조로 확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팀들과 구성원들간의 관계를 강화하고 의미 있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공통된 목표에 대해 구성원들이 기여한다고 느끼게

제시한 목적, 잠재력, 관점의 틀을 통해 올해 Human

함으로써 소속감과 조직 성과 간 강한 연결고리를

Capital Trends 에 대한 논의를 구성하였다. 본

만든다. 팀들이 공통의 목적에 의해 결합될 때, 그

트랜드는 프로세스 실행을 안내하는 시스템부터

목적과 관련 없는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는 관련성이

전략적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측정하는 지표에

없게 되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

이르기까지 조직의 인프라 구성요소를 전체적으로

차이는 분열이 아닌 합리적인 토론의 근거가 된다.

살펴보고, 목적, 잠재력 및 관점을 설계 및 실행

웰빙을 위한 업무 설계: 최상의 일상과 업무 성과.

방법의 방향을 제안한다.

구성원에 대한 웰빙은 조직 성과에 영향을 미치기

목적: 개성 가운데 소속감

때문에 오늘날 구성원의 웰빙이 최우선 과제로

공통 목표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보완적

개인별로 적용 가능하도록 할 수 있을지, 개인

장점을 활용하는 조직들은 다양성으로부터 더 높은

이상으로 광범위하게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할 수

성과를 이끌어내는 등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있을까? 우리는 그 해답이 직장에 있는 개인에게

조직들이 개성을 집단적 가치로 변화시킬 수 있는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에서의 개인에게

방법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기여를

집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진정한 조직 성과로

느끼기 하여 소속감 육성, 사려 깊은 업무 설계를

해석되는 기여감을 조성하기 위해 조직들은 업무와

통해 구성원의 웰빙을 지원, 구성원들의 태도와

관련된 프로그램부터 업무 내 웰빙 설계까지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인력 전략 수립

고려하는 범위를 넓혀야 한다. 이를 통해 조직들은

고려되고 있다. 그러나 어떻게 조직들이 웰빙을

구성원들이 그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소속감: 편안함에서 연결, 기여까지. 소속감을

느끼게(feel) 할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도록(perform) 업무를 재구조화함으로써

육성하기 위한 조직의 노력은 기본적으로 모든
개인이 포괄적 업무 환경에서 존중받고 공정하게

웰빙과 조직 성과 간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고

대우받는다고 느끼게 하는데 집중해 왔다. 이러한

전반적으로 더 큰 소속감을 기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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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세대의 인력 관리: 밀레니얼 세대에서

수 있는 기회인 것이다. 첨단 기술은 이제 여러

페리니얼 세대로. 조직들은 전통적으로 인재관리

플랫폼에서 정보를 자동으로 인덱싱, 결합, 태그 지정

전략을 설명하고 차별화하기 위하여 구성원들의

및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도구들을

나이와 세대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오늘날의

활용하기 위해서, 조직들은 구성원들이 그들의

인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하여 단편적인

지식(개인과 조직의 측면에서 재창출을 위해 기여할

인구통계학적 시각은 한정된 가치의 결과를

수 있는)을 공유하는 것이 조직에 그들의 가치를

도출한다. 미래 지향적인 조직들은 구성원들의

높이고 결과적으로 직장에서 안정감을 확보한다는

태도와 가치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구성원들의

인식 기반의 문화를 구축함으로써 인간적인 요소를

이해를 위한 접근 방식을 바꾸고 있다. 이러한

강조해야 한다.

통찰력을 바탕으로, 조직들은 개인들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하고 소속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재교육을 넘어서: 불확실한 미래를 위한

방법으로 개인들을 하나로 응집시킬 수 있다. 다시

리질리언스에 대한 투자. 구성원들의 스킬을

말하면, 이는 구성원들이 직장에서의 기여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전술적인 필요 조건이지만,

극대화하고, 경력에서 향상된 의미를 도출하며,

재교육 하나만으로 충분한 방법은 아니다. 조직들은

궁극적으로는 조직의 목적에 더 잘 맞도록 할 수 있게

단기적 필요에 의한 재교육을 하는 것 외에, 불확실한

된다. 즉, 구성원들이 무엇을 기여할 수 있는지

미래에 적응하기 위한 도구와 전략을 사용하여

이해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구성원과 조직적 리질리언스(resilience)를 구축하기

이해하는 것이다.

위한 전략으로서 인력 개발에 대한 접근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리질리언스 시각을 통해, 재창조는
구성원 안정성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잠재력: 재창조를 통한 안정감

정의하는 시각으로 전환되고 있다. 즉, 지속적으로
재창조를 통해 구성원들이 안정감을 얻을 수 있게

스킬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구성원들은

하는 조직들은 생산적인 변화의 내재화 능력으로

오늘날 급변하는 고용 시장에서 채용될 가능성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조직들의 변화를 해야

가장 높은 인재가 될 것이다.

하는 영역으로 다음의 세 분야를 강조한다: 업무 수행
조직 및 슈퍼팀과 AI 의 통합, 기술을 통한 지식

관점: 불확실성에 대한 대담성

관리의 전환, 그리고 인력의 리질리언스 (탄력적
불확실성을 위협으로 보지 않고 가능성으로 보는

회복력) 의 육성과 투자

조직들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미래를 준비하기
슈퍼팀: 업무 내 AI 배치. 구성원들이 지능형 기계에

위하여 명확한 실천을 하려고 한다. 이해관계자들과

의하여 대체될 것이라는 최악의 예측에도 불구하고,

함께 번영할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선도적인 조직들은 새로운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 즉,

조직들이 과감하게 나아가야 하는 세 가지 영역들은

혁신적 사업 성과를 내기 위해 AI 를 팀 내에

다음과 같다. 조직들이 새로운 도전에 대처할 수

통합시키는 전략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있는 인간 중심적 방식의 보상, 더 나은 전략적

것이다. 이러한 '슈퍼팀'들은 조직들이 새로운 가치와

의사결정의 방향성 설정을 위한 질의응답 방식의

의미를 창조하기 위해 스스로를 재창조하며,

인력 계획 관리, 그리고 조직들이 보다 투명한

구성원들에게 조직과 인재 시장에 이들의 가치를

세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자격을 확보하기 위한

높임으로서 경력을 재창조할 수 있는 잠재력을

윤리적 행동 기반의 윤리와 미래의 업무의 영역이다.

제공하도록 한다.
보상의 수수께끼: 보다 인간 중심 접근 원칙.
지식 관리: 연결된 세계를 위한 지식의 창조. 사람과

조직들이 보상 전략, 프로세스 및 프로그램에 얼마나

기계가 함께 일하는 힘은 인류 역사 상 지식을 창조할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출하는지를 고려할 때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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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변화는 조직들 입장에서 중요한 결정임을

인간과 기술의 교차점에서 특히 부각되고 있다.

의미한다. 그러나 많은 조직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윤리적 도전과제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끊임없는 보상의 검토, 개선, 적용의 사이클에 갇혀

조직들은 능동적으로 과감한 선택을 해야 한다.

있다. 불확실성에 직면할 때, 과감한 실행을 취하기

이러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윤리적 질문에

위해 조직들은 데이터와 벤치마킹 뿐만 아니라

접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가” 뿐만 아니라

보상이 숫자 이상의 무언가를 반영하는 인간적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고려하는 관점의

원칙을 반영한 새로운 방향이 필요하다. 이는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조직들이 어떻게 개인들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
개인들이 어떻게 조직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그

올해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서는 메모를 통해 HR

의미를 투영하는 부분이다.

관계자들에게 중요한 부분들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업무에서 인간과 기술의 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인력 전략 관리: 더 나은 결과를 위한 새로운 질문.

향후 HR 은 구성원 개개인에서 조직, 업무 전반과

인력 전략과 운영이 지난 10 여년 동안 발전해

인력으로 그 초점을 확대시키고, 기존의 기능을 넘어

왔으나, 많은 인력 지표와 거버넌스는 그 보조를

기업 및 사업 생태계 전체로 그 영향력의 범위를 넓힐

맞추지 못했다. 오늘날, 조직들은 인적 자본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형성하는 모든 트렌드에 대해 미래지향적인
통찰력을 필요로 한다. 조직들은 업무, 인력 및

목적, 잠재력, 관점의 속성들은 분명히 복잡하다.

미래의 업무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한, 중요한

조직들은 각 조직 내의 갈등, 즉 소속 또는 개성,

인적 자본에 대한 위험과 기회와 관련하여 과감한

안정성 또는 재창조, 대담성 또는 불확실성, 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모순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인간과 기술을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해야 한다.

융합하는 것처럼 역설로 보이는 부분을 수용하는
것은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통합으로 그

윤리와 미래의 업무: “할 수 있는가”에서 “어떻게

모순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에

해야 하는가”로의 변화. 업무의 미래가 빠르게

설명되는 각 장에서는 조직들이 기술과 사람의

변화하고, 조직들이 사람과 기술, 대체 인력, 일하는

융합으로 만들어진 환경 속에서 조직들이 어떻게

방식을 통합함에 따라, 리더들은 점점 더 많은 윤리적

운영해야 하는지의 DNA 에 목적, 잠재력, 관점을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도전과제는

내재화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구성원, 조직,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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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를 위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에게
힘을 부여함으로서 사회적 기업의 힘과 연계된 모든
부분에 인간적인 초점을 연결 시킬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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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감(Belonging)
편안함부터 연결, 기여까지

소속감을 육성하기 위한 조직 차원의 노력은 역사적으로 주로 개인이 업무 환경에서 존중 받고 공정하게
대우받는다고 느끼도록 하는 데 집중되어 왔다. 이것이 기본적인 것으로 중요하긴 하지만, 선도적인 조직들은
구성원들과 팀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의미 있는 공통 목표에 대해 구성원들이 기여하고 있다는 느끼게 함으로써
소속감과 조직 성과 간에 더 강한 연결고리를 만든다.

준비성 격차

현재의 동인

79%의 조직은 소속감을 기르는 것은
12~18 개월에서 그들의 성공에 매우 중요하거나,

소속감은 웰빙과 함께 가장 중요한 인적 자본 이슈
중의 하나로 올해 Global Human Capital Trends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단지 13%만이

설문조사에서 1 위를 차지했다. 설문 응답자 중
79%가 향후 12~18 개월에서 소속감을 기르는

이러한 트렌드에 매우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응답했다.

것이 조직의 성공에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며,
93%는 소속감을 갖는 것이 조직 성과를
촉진한다고 응답했다. 과거 10 년의 Global
Human Capital Trends 보고서에서 보인 가장

왜 직장에서의 소속감이 현 조직의 최우선 과제로
되었는가? 그 중 일부는 외부적인 이유에서 이다.

높은 비율 중 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은 세계가 덜 안정되고, 더 양극화되고,

물론, 존중 받고 공평하게 대우받는 느낌을 포함한

더 불안정해지고 있다고 느낀다. 많은 나라에서
정치적 양극화, 부족주의, 포퓰리즘이 증가하고

소속감은 한동안 조직에서 고려하는 우선 순위였다.

있다. 세계경제포럼은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모두를 위한 존중과 공정성을 증진시키는 것은 많은
조직들의 다양성과 포용을 위해 많은 노력을

이탈리아, 헝가리, 스웨덴, 폴란드, 브라질, 필리핀
등 다양한 국가에서 "현재의 상황, 포퓰리스트의

부여하며 이러한 노력이 효과적일 때 성과가

반란, 그리고 '우리 아니면 그들'의 그룹을 나뉘는

발생한다. BetterUp 의 2019 년 연구결과에
따르면, 직장에 대한 소속감은 업무 성과의 56%

것에 대한 대중의 좌절감"이 증가하는 것을
3
관찰했다. 이들 국가 중 6 개국을 대상으로 한 최근

증가, 이직 위험의 50% 감소, 직원의 병가 일수는

연구에서, 이러한 분열이 "특정 문제에 대한 여론의

7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단
한번의 "매우 작은 배타적 행동" 발생으로 인해 팀

변화 이상"일 가능성이 높지만, 그 대신 "다른
신념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부족주의와

프로젝트에서 개인 성과의 25%가 즉각적으로

편협성이 증가하면서" 깊어진 사회에 대한 불신을

2

1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4

반영한 것 일수도 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분열은
사회 전반에서는 의미와 연대의식을 찾기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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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개인들로 하여금
직장으로 눈을 돌리게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직장에서도 그런 연대는 때때로 찾기 어려울 수
있다. SHRM(The Society for Human Resource
Management)의 직장 내 정치에 대한 조사 결과,
조사 대상인 US 직장인 42%가 개인적으로
직장에서 정치적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34%는 자신의 직장이 서로 다른 정치적 관점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SHRM 은
기업들이 “… 이러한 대화를 중단시키는 것은 할 수
없고 시도해서도 안 되는 반면…, 기업들은 이러한
정치적 차이점이 방해되지 않는 포용적인 시민
5

문화를 만들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많은 조직들이 양극화된 세계에서 소속감을
조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리적 안정감과
개방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진 조직들 조차 직장
내 분열적인 토론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필요가 있었다. 한 예로, 한
회사가 구성원들에게 직장을 혼란에 빠뜨리거나
구성원 그룹 간의 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대화를

많은 구성원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이다.

피하라고 요구하는 메모를 회람시켰다.

일하는 사람들의 수가 173%나 증가했다.

이 조직은 구성원들이 시니어 리더들과 정치적
이슈를 포함한 어떤 것이든 논의할 수 있는 기존의

이러한 요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랜 시간

주간 회의를 축소하고 대신 비즈니스 전략에 초점을

어느 때 보다 깨어있는 시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함으로서 사람들은 일이 단지 급여가 아닌 그

미국에서는 2005 년 이후 정기적으로 집에서
7

일하게 되는 환경과 충돌하고 있다. 업무시간이 그

맞춘 월례 회의로 변경했다.

이상에 대한 니즈를 보이고 있다. 1930 년대 대공황
외부 요인들이 소속감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전체는

이후 미국의 평균 주당 노동 시간은 약 35 시간에서
표준 40 시간으로 증가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

아니며 조직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또한 이

8

소속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력 구성의 변화가
그 하나의 과제이다. 대체적인 근무형태가 증가함에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2017 년 미국 정규직들의
9

평일 근무시간이 평균 9.3 시간을 조금 넘었다.
어떤 연구자들은 근무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따라, 많은 구성원들은 그들이 일하는 조직에
공식적으로 "소속"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은
이들이 직장에서 소속감을 느끼는 것이 어렵게 될

개인의 성취와 만족을 위해 일하는 것을 점점 더
10

추구 하게 된다고 말하며 여기에는 소속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수 있으며 전통적인 근무 형태로 일하는 구성원들이
그들과의 일체감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직장의
기술 또한 소속감에 영향을 미친다. 기술은 거의
모든 구성원과 즉각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우리의 2020 견해

하지만 구성원들이 그 기술을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역설적으로 고립감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직장에서 소속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상호적으로

있다. 많은 원격 근무 구성원들은 원격 근무의

강화해야 하는 다음의 세 가지 속성을 설명할 수
있다. 구성원들은 직장에서 공정하게 대우받고,

6

어려움 중 하나로 외로움을 꼽는다. 이것은 점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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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편안함(comfort)을
느껴야 한다. 구성원들은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이루었으며, 직원들이 존중받고 공정하게 대우 받는
포용적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그들이 속해 있는 팀과 연결(connection)되어

포용적 문화를 확립한 조직은 재무적인 목표를

있다고 느껴야 한다. 그리고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강점이 팀과 조직이 공통의 목표를

충족하거나 초과할 가능성이 2 배, 높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3 배, 혁신적이고 민첩할 가능성이 6 배,

달성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이해하면서

더 나은 비즈니스 성과를 달성할 가능성이 8 배나

의미 있는 업무 성과에 기여(contribution)하고

높다.

11

있다고 느껴야 한다.
다음 단계인 연결은 두 가지 수준에서

2020 Global Human Capital Trends 조사 결과는

이루어지는데, 구성원들이 동료와 그들의 팀과

이러한 관점을 뒷받침한다. 설문 응답자들 중
25%는 구성원들이 공정하게 대우 받고 진정한

의미있는 관계를 맺고 있다고 느낄 때와 조직의
목적과 목표에 연결되어 있을 때이다. 유사한

자기 자신으로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배경과 사회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연결하고

조성하는 것이 소속감의 가장 큰 동인으로 꼽았다.

권한을 부여하는 비즈니스네트워크그룹(Business
Resource Groups: Linked in 이 대표적인 예임)의

31%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팀과의 연결되는

출현과 지속적인 인기는 조직들이 어떻게 구성원들

것이 가장 큰 동인이라고 응답했다. 그리고 44%의

사이에 강한 연결을 촉진해 왔는지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조직의 목적과 연결되어 있다고

응답자 다수가 조직의 목적, 미션, 가치에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고 개인의 기여에 대해 인정받는 것이

느끼는 구성원들의 능력을 보여주는 한가지 예시로

서 가장 큰 소속감의 동인이라고 응답했다 (그림 1).

시골 마을의 소비자들에게 저렴하면서 상업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든 Unilever 의 “목적을

편안함에서 연결, 기여로의 진행은 각 단계가
순차적으로 하나씩 얹혀지게 구조이다. 많은

가진 브랜드(Brands with a Purpose)” 시작에서
볼 수 있다.

조직들이 이미 편안함에 대한 노력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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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Human Capital Trends 에서 본 소속감의 변화
올해 보고서의 “소속감” 장에서는 편안함부터 연결, 기여까지의 혁신을 살펴보고 있다. 즉, 구성원들은
자신이 조직의 목적과 목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때, 목적과 가치를 업무에서 찾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올해의 관점은 지난 10 년 간의 연구 – 첫 번째로 다양성과 포용이 경영 성과를
어떻게 견인하는지를 보여준 2011 년의 연구, 사고, 통찰, 아이디어 다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2013 년
연구, 진정한 가치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다양성과 포용적 문화를 결합해야 한다고 강조한 2014 년의 연구 를 기반으로 이루어 진 것이다. 2017 년 보고서 중 “다양성과 포용성: 현실 격차” 장에서는 구성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소리 높여 제시하고 조직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다각화된
포용적인 팀 구성의 중요성과 연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연결에서 기여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또다른 요인인 의미가 중요하다. 지난 해 보고서 중 “구성원의 경험에서 인간의 경험으로,” 장에서는 의미를
업무에 부여하는 것과 구성원들이 가장 긍정적이고, 지지적이며, 개인의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했다. 올해 보고서에서는 포용적 문화를 구축하려는 조직들은 구성원들이 업무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논의를 기초로 하고 있다. 또한 조직은 팀과
조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의미있는 방법으로서 구성원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함으로써
소속감을 키우도록 해야 한다.

Brands with a Purpose 팀에서 일하는 구성원들은

의견을 편하게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의미 있는

회사에서 가장 높은 몰입도를 보였으며, 다른 사업

협업을 이끌어 내는 유일한 방법이며, 이 협업은

12

영역보다 69% 빠르게 성장했다.

또한 구성원들의 다양성이 비즈니스의 가치로
13

창출되는 것과 연결된다고 믿고 있다.
세번째 단계인 기여는 편안함과 연결을 더 많이
느끼게 한다. 구성원들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느낄

구성원들은 본인의 일이 기여를 하고 있다는 칭찬을

때, 직장에서 존중 받고, 공정하게 대우 받는다고
느끼고 동료들과 팀들과 강한 유대관계를 느끼게

받게 되면, 다양하고 대립된 환경속에서도 이들의
소속감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기여를

된다. 이 뿐만 아니라, 어떻게 개개인 능력과 노력이

통해 느낀 조직에 대한 소속감은 사람들의 정치적

팀의 발전과 조직 성과에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어
내는지도 알게 된다. 간단히 말해서, 구성원들은

견해나 문화적 틀에 휘둘릴 필요가 없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소속감은 공통의 결과에 몰입하게

공통의 가치 있는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그들이

되고, 모두 결과에 다다르기까지 다양한 관점의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게 된다. 본
설문조사 결과가 또한 기여한다고 느끼는 부분과

논쟁의 장을 형성될 수 있게 되며, 개인과 팀의
다각화된 사고 방식들이 발산될 수 있게 한다.

소속감을 느끼는 부분 간에 연관성이 있음을

공통의 목적에 의해 연결될 때, 목적과 관련 없는

입증하고 있다. 소속감을 형성하는 것이 어떻게
조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질문에서

부분에 대한 의견 차이는 덜 중요하게 되고, 어떻게
그 목적을 달성시킬지에 대한 의견 차이는 분열의

응답자들 중 63%는 개인과 조직 목표 간 연계성이

시작이 아닌 합리적인 논쟁의 기초가 된다.

높일 때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한 예시로
Alibaba 를 들 수 있다. 이 회사는 구성원 모두가

Global Human Capital Trends 설문조사 결과는
편안함으로부터 연결, 기여로의 진행을 위한 조직

성과 창출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 있다는 문화를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의 세 가지 요인을

구축하는 데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다. Alibaba
CEO 인 Zhang Yong 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시한다: 조직문화, 리더십 행동과 인간 관계 (그림
2).

“Alibaba 문화의 본질은 구성원 각각에 대한
신뢰이다.” Alibaba 는 구성원들이 그들의 생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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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문화는 조직 내 일하는 방식의 가치, 믿음, 행동
체계를 의미한다. 소속감이 형성된 문화는 편안함,

팀 내에서 가장 강한 기여감을 느끼게 한다고 한다.
“스포츠팀 주장,” “커뮤니티 주최자,” “상원의원”이

연결, 기여를 모두를 지원하는 환경이라는 것을

이에 해당된다.

의미한다. 구성원들은 그들의 생각이 존중되고
가치있다는 것을 느껴야 한다. 조직문화는 모든

하향식 규칙보다도 공통된 목표를 통해 팀들을
단결시켰고, 팀원들은 명령과 통제 체계를 따르는

사람들이 열정적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들의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을 내리고 업무를 수행하는

다각화된 생각들이 공유하며, 팀과 조직의 목적에
연결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자율권을 가졌다.

구성원들은 인센티브나 동료/직장상사로부터의

마지막으로, 팀원들간 관계의 품질은 매우

피드백 등과 같은 명확한 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이들이 얼마나 더 넓은 고융된 목표를

중요하다. 편안함과 연결은 기여를 촉진시키는 데

14

이러한 유형 안에서 리더들은

추구하기 위해 노력의 차이를 보였는지를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신들의 의견을
공유하는데 편안함을 느끼는 팀들, 다른 팀원들과의

직원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관계가 확고하며 건설적인 방향으로 강한 팀들은

이러한 조직문화는 팀에게 공정성, 존경심, 심리적

생산적인 충돌을 하게 된다. 즉, 이는 갈등을 이끌어
내고 의견 불일치로 좌충우돌하며 새로운 통찰력을

안정감이라는 조직적 가치를 높이고, 구성원들이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15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리더십 행동에
의해서 형성된다. Deloitte 의 “As One” 이라는
리서치 프로그램의 서로 다른 유형의 팀들의 구조와
생산성 연구에 의하면, 세 가지 유형의 팀 리더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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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에서의 교훈
편안함, 연결, 기여를 위한 조직들 노력의 예시를
보면, 조직성과를 내는 데 있어 이 세 가지 속성들의
가치를 보여준다. 생명과학기업 Gilead
Sciences 는 최근 아시아 주재 팀들의 편안함을
증진시키려 노력하였다. 구성원들이 처벌이나
평가에 대한 두려움 없이 목소리를 높여 의견을
제시하고, 실수도 하고, 자기 자신으로 행동할 수
있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 회사는 각 지역의 리더들이 포괄적
리더십 스킬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협업하였으며,
어떻게 하면 리더들이 그들의 선입견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영향(예를 들면, 팀원들이 우려할 수 있도록
만드는 행위 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고
모색하도록 도왔다. 이러한 노력의 목적은
구성원들이 규범을 존중하고 도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다고 느끼게 하며 문제와 기회를
수동적이기 보다는 능동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문화를 구축하기 위함이었다. Gilead Sciences 는

있는 가족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19

유명하다.

순응적인 문화를 깨고 팀원들이 각각 다르게
행동하고 다양한 견해를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함으로써 더 높은 성과와 더 큰 혁신을 목표로

마지막으로 NASA 는 구성원들이 기여를 느끼게
함으로써 소속감을 형성하고 있다. 미션 지원국
부국장인 Robert Gibbs 는 연구진에게 다음과 같이

16

하고 있다.

말했다. “우주비행사부터 회계사까지 우리는 모두

Horizon Therapeutics 는 포용적인 사고와 행동의

같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같은 방향성을 제시해
20
왔다.” NASA 는 2024 년까지 최초의 여성과

중요성을 증진시키고 알리기 위한 노력으로 조직 내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이 회사는 다양한 동료와
팀 간에 일상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포용적

다음 남성을 달에 착륙시키기 위해 일하기 때문에,
연방 직원을 포함하여 계약직, 상업적 파트너 및
국제협력 협정의 파트너의 높은 비중으로 NASA 의

행동을 모범적으로 하는 직원들을 발견하고
지원함으로서 직장 내 “앨리쉽(allyship)”을
명시적으로 활성화하고 있다. Horizon

인력 구성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성원들은 강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NASA 는
여전히 항공우주산업에서 가장 가고 싶은 기업 중

Therapeutics 는 이런 동맹(직원들 간의 우호적
관계들)에서 다음의 네 가지 특성을 볼 수 있다고
한다. “학습하고 청취를 잘하며, 자신의 의견을

하나이다. 특히, 놀라울 정도로 낮은 3% 퇴직율은
리더들이 구성원 개개인에게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조직의 목표를 제시하는 능력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편하게 소리 높여 말할 수 있다고 느끼고, 그들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 공유하며, 긍정적이고
17
포용적인 행동들을 모델화한다.” 이러한 노력들은

업무나 고용 계약과 상관없이, NASA 의 모든
구성원들은 NASA 가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 어떻게
개개인의 재능이 팀에게 기여되고 어떻게 그들의

조직 문화로 나타났다. 또한 Fortune 지와 일하기
좋은 직장 선정기관에서 "보건과 바이오 제약 분야
최고의 직장" 중 하나로 몇 년 간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17

21

일이 결합되는지를 잘 알고 있다.

, 구성원들이 의사결정에 그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고 느끼고 일과 동료 간에 연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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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전환의 시각
조직들은 직장에서 사람들이 존중 받고 공정하게
대우 받도록 하기 위하여 리더십, 에너지, 자원을
지속적으로 엄청난 양으로 투자하고 있다. 이제
리더들은 조직성과를 증가시킬 수 있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연결과 기여를 장려하기 위한
편안함을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의
소속감 형성 전략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는
조직들이 모든 구성원들이 공평하게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다양성 시각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구성원들은 목표를 앞당기기
위한 의미를 찾고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인식할
때, 이들은 조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더 많이
참여하고, 더 많이 동기부여가 되며, 높은 수준의
목표로 업무를 수행하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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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을 위한 업무 설계(Designing work for well-being)
최상의 일상과 업무 성과

구성원의 웰빙은 오늘날 최우선 과제이며 이는 조직 성과를 지지한다고 널리 퍼져 있는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조직들은 웰빙을 업무 자체에 통합적으로 설계하여 웰빙을 통해 성과 창출에 한계점이 발생한다. 업무에
웰빙을 구축하는 것은 개인의 웰빙을 지원하기 위해 개입하는 것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팀과 조직을 위한 웰빙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를 통해 조직들은 구성원들이 최상의 상태로 최상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업무를
재구성할 수 있게 되며 웰빙과 조직 성과 간의 연결고리를 튼튼하게 하여 전반적으로는 소속감을 조성할 수
있다.

올해 Global Human Capital Trends 설문조사
응답자들 중 80%가 웰빙을 조직의 성공에

준비도의 차이

중요하거나 매우 중요한 우선순위로 꼽았으며,

웰빙은 올해 트랜드를 통틀어 가장 큰 차이를

중요도에 있어 올해의 트렌드 1 위를 보였다. 세계
각지의 조직들이 이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건

보였다. 80%의 조직은 구성원 웰빙이 향후
12~18 개월에서 그들의 성공에 매우 중요하거나,

분명하다. 미국 대기업들은 2019 년에 구성원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단지 12%만이

1 명당 762 달러의 비용, 평균 360 만 달러를 웰빙
1
프로그램에 지출했다. 세계의 기업 웰빙 시장은

이러한 트렌드에 매우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응답했다.

CAGR 7%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8 년 536 억 달러에서 2026 년에는 907 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그 성장세는 계속 될

올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의 94%는 웰빙이

2

것으로 보인다.

조직의 성과를 어느 정도 견인한다고 응답했다.

웰빙에 대한 투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95%의
HR 리더들은 번아웃이 인재 유지에 영향을

그러나 조사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구성원 웰빙에
대한 투자 수익률(ROI)이 그다지 높지 않을 수 있다는

3

미친다는 데 동의한다. Limeade 와 Quantum

것을 알 수 있다. 61% 응답자는 그들의 조직들은
웰빙이 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전혀 측정하지

Workplace 연구에 따르면 웰빙 수준이 높은
구성원들은 직장에서 더 몰입감을 느끼고, 업무를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조직이 웰빙의 성과에

즐기고, 그들의 회사를 추천할 가능성이 높은

대한 영향을 측정한다고 한 응답자들은 대부분
구성원 경험 향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응답했다

4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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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고객 경험, 재무적 성과, 평판, 혁신 및

일주일에 한 번은 업무에 의해 가정 생활에 부정적인

적응성과 같은 경영 성과에 웰빙 전략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절반에도

영향을 미치며, 50% 이상은 수면 부족이라고
6
응답했다. 이러한 업무 스트레스는 신체적 건강에도

못 미쳤다.

영향을 미치며, 세계보건기구(WHO)은 번아웃을
"성공적으로 관리되지 못한 만성적인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결과"라고 진단 가능한 건강 상태로

투자 수익률(ROI)에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웰빙을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분류하게 되었다.

7

단순한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현대의 웰빙 전략은 19 세기에 일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직업 건강 프로그램에

이미 이루어진 투자의 수준과 응답자의 96%가
웰빙이 조직적인 책임이라고 응답한 점을 고려하면,

역사적인 뿌리를 두고 있으나, 그 이후 구성원들의

이 부분이 더 많은 집중과 관심이 필요한 부분임은

신체적, 재정적, 심지어 정서적 건강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프로그램으로 진화되어 왔다. 좋은 소식은

분명하다. 그럼 질문은 ‘조직은 여기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것이다.

설문조사 응답자들이 이러한 변화를 인식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그들의 웰빙 전략이
구성원들의 신체적, 정신적, 재정적인 건강에 대부분

우리의 2020 견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2).

이전의 Global Human Capital Trends 설문조사
결과와 달리 올해는 거의 동일한 중요도 점수로

그러나 현대 커리어의 영향과 업무 스트레스와 같은
현상의 증가로 인해 고용주들이 더 많은 일을 해야

상위권에 오른 두 가지 트렌드가 바로 웰빙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미국과 영국의

소속감이다. 이 두 주제 모두 사회적 기업 시대에
많은 조직들이 고심하고 있는 진정한 도전과제로

조직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94%가
업무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응답하였으며,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주제로 꼽혔다고
생각된다. 조직들은 어떻게 개인적인 것을 통해
개개인이 아닌 그 이상의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3 분의 1 은 그 스트레스 수준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5

높다고 응답했다. 구성원들의 54%는 적어도

있도록 바꿀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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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감을 설명한 장의 설문조사 결과, 구성원들이
존중받고 공정하게 대우받는 편안함, 구성원들이

기여는 전반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그것은 웰빙 프로그램이 직장에서(at work) 업무를

동료들과 팀과 강한 관계를 맺는 연결, 그리고

하는 개인보다는 직장에 속한(in work) 개인에

구성원들이 조직 전체 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인식할 수 있는 기여의 세 가지 요소를 통해 소속감을

맞추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진정한 조직 성과인
기여를 창출하려면 조직들은 업무와 직접적인

육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비슷한 시각으로

프로그램부터 업무 자체에 웰빙을 설계하는 것까지

웰빙을 바라봐야 할 것이다. 직업적 건강과 안전에
중점을 두면서 편안함이 가능해지고, 삶에 초점을

초점을 넓힐 필요가 있다.

맞춰 직장을 연결시키는 부분은 가능해 졌으나

Global Human Capital Trends 에서 본 웰빙의 변화
직원의 과부하에 대한 고민으로 지난 10 년 간의 논의를 시작한 것이 이제는 웰빙을 견인하는 것 뿐만 아니라
웰빙을 업무 설계에 통합함으로써 비즈니스 성과를 최적화하는 데 조직의 역할에 대한 복잡한 논의로
발전했다. 2014 년, "과도한 업무로 지치는 구성원" 장에서는 인터넷에 상시 접속된 세계에서 업무를
단순화하여 구성원 만족도, 팀워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모색했다. 2018 년까지 우리는 2016 년2018 년 사이에 20 억 달러 이상이 벤처 캐피탈에 투자되면서 디지털 웰빙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확인했다. "웰빙: 전략과 책임" 장에서는 조직 성과의 동인으로서 웰빙이 구성원들의 건강, 사회적 웰빙,
정서적 웰빙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확장되는 것을 검토했다. 같은 해, "초연결된
직장"은 조직 내 문화와 커뮤니케이션 속도로 인한 영향으로 특정 디지털 도구를 잠재적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경영진의 결정을 포함하여 일과 웰빙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탐구하기 시작했다. 올해는 웰빙을 업무에
적용하면, 어떻게 생산성과 조직 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이끄는지, 의미 있는 일을 창조하고, 개인과 조직의
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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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을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하는 것은 놀라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 Microsoft Japan 은 웰빙과

팀 성과를 손상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는
구성원들에게 추가적인 인적 또는 물질적 자원에서

생산성이 상충한다는 공통된 인식을 해결한 결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주 5 일에서 4 일로 단축시키는 것을 실험한 조직의
초기 사례다. Microsoft Japan 은 주당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것 외에도 구성원들은 이메일 대신 디지털

설문조사 결과에서, 오늘날 조직들이 웰빙을 더
전면에 내세우기 위해 사용하는 여러 가지 다른

채팅 도구를 사용하도록 하고 미팅할 때는 30 분,

방법들을 설명하였다 (그림 3). 그러나 활용 가능한

5 명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옵션에도 불구하고, 통합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이를
인식하거나 적용하는 조직은 상대적으로 거의 없다.

8

Microsoft Japan 이 제시한 변화는 조직들이 웰빙을

올해 응답자의 79%는 조직 전략에 웰빙을 업무

위해 업무를 설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웰빙에 대한 관심은 업무가

설계에 통합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것이다.

어떻게,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이루어지는지에
웰빙을 업무 설계에 통합하는 과정을 시작하기

대하여 사려 깊은 조정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성과가 어느 한 개인에서

위해서는 세 가지 중요한 단계를 고려해야 한다.
첫번째로, 조직들은 웰빙에 대한 올바른 오너십, 즉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구조화하여 모든

업무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을

구성원들과 리더들이 의미 있는 휴가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이는 구성원들에게

가진 집단의 오너십을 확립해야 한다. 두번째로,
조직은 언제든지 활용 가능한 조직 및 HR 데이터에서

언제, 어디서 일하는지에 대한 권한은 부여하여

시작하여 구성원의 웰빙 요구를 이해하는 데 시간을

이들이 가장 생산적이라고 느끼는 시간과 장소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은

투자해야 한다. 그리고 세번째로, 조직들은
구성원들을 업무 설계 심의에 참여시키는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스트레스 요인이 개인 또는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개인이 설계 과정에
더 많이 관여할수록 변화가 긍정적이고 오래
지속되기 때문이다.
웰빙에 대한 오너십과 관련하여, 설문조사 응답은
다양한 의견들을 보여 주었다 (그림 4). HR 이 가장
빈번하게 지목된 책임자이지만, 조직들은 또한
일선의 관리자, 부서장, 경우에 따라서는 C-레벨까지
웰빙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응답했다. 책임에 대한
정해진 접근 방식은 없지만, HR 의 웰빙 오너십
구축은 확실히 필요한 전략이라는 것이 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다. 웰빙과 관련해 성숙도가 높은
조직과 낮은 조직을 살펴봤더니, 가장 성숙한 웰빙
전략을 구사하는 조직은 HR 이 1 차적인 책임을 지닌
9

조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누가 웰빙을 책임지든
간에, 그들이 업무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역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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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다는 것은 중요하다. 마지막 장인 "HR 에게
보내는 메모"에서 언급하였듯이, HR 이 업무에 대한

다른 조직들은 구성원 웰빙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새로운 도구를 개발하고 있다. Mayo Clinic 의

오너십을 가지는 것은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오늘의

연구원들은 의사, 간호사, 의대생, 그리고 다른 의료

인재를 양성하는 것보다 내일의 업무를 상상하는

종사자들 사이에서 다차원적인 웰빙을 측정하는
11
웰빙 지수를 개발했다. 번아웃 가능성, 일의 의미,

것으로 초점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일과 삶의 통합 등 괴로움과 행복의 차원을 평가하는
오늘날 HR, 구성원 및 조직 데이터를 모두 이용할 수

이 도구는 12 만 개 이상의 제공업체와 함께
사용되어 조직이 '추측이 아닌 데이터'를 바탕으로

있게 되면서, 웰빙과 관련된 구성원들의 니즈를
이해하고 이 니즈를 업무 설계에 반영할 수 있게

업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12

되었다. 한 글로벌 신발 및 의류 회사가 글로벌
구성원 몰입도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구성원들이
휴식과 회복 기간이 필요하는 내용을 인식하고 바로

마지막으로, 업무 관행의 변화가 웰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업무를 재설계하였다. 이에 회사는 새로운 탄력적

구성원의 참여가 중요하다. 독일에서는 노조가 일상

타임오프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구성원들의 업무
자율성을 높였다. 구성원들에게 업무 일정에 대해

업무에서 건강 위험과 기타 스트레스 요인을
최소화하거나 제거하는 방법을 논의하는 체계적이고

이전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한 이 프로그램은 조직

구조화된 워크샵인 "헬스 서클"을 장려하기

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조직 전체의 협업과

시작했다.

팀워크가 향상되었다.

10

이러한 “헬스 서클”은 이미 독일 정부 행정 단위,
제조 회사, 공공기관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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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들이 웰빙과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자신의
업무를 재설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독일 병원 시스템에서, 구성원의 피드백을 통해

13

자원과 전략을 제공하는 앱인 myPath 등 새로운

한

기술까지 교실에 도입했다. 이러한 변화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교사들 사이에서

스케줄 개선, 명확한 의사소통을 위한 시스템 구축,

리질리언스(회복력, resilience)을 형성했을 뿐만

구성원들에게 의사 결정 권한 부여, 인력이 부족한
팀의 과부하를 피하기 위한 변화 등을 포함하여

아니라, Learning Care Group 또한 이러한 변화 이후
어린이들의 미등록률 감소와 교사 보유율 상승을

공통적인 스트레스 원인을 완화하기 위한 주요 업무

보였다.

변경이 이루어졌다.

14

사례에서의 교훈
웰빙을 업무 설계에 접목시킨 조직의 한 예가
유아교육기업인 Learning Care Group 이다. 이
회사는 교사들이 교실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관리하면서 교사의 복지를 지원할 필요성을
인식했다. 특히 교사들이 다루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행동 95%가 발달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15
고려하여 더욱 필요했다. 이를 위해, Learning Care
Group 은 교사-어린이 간 상호작용 강화를 위해
교실의 물리적 설계 변경, 새로운 컨텐츠로 커리큘럼
업데이트, 교사에게 보다 긍정적인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한 새로운/업데이트된 자원 제공 등의 변화를
실행했다. Learning Care Group 은 교사들이 때리기,
물기 등 학생들의 어려운 행동을 접했을 때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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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전환의 시각
구성원들의 웰빙 강화에 대해 조직에게 강력하게
부담을 부여할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방법의
노력을 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노력의 대부분이 업무의 재설계를
통한 전체 구성원들의 웰빙보다는 개인의 건강과
웰빙에 초점을 맞춰 왔다. 웰빙을 업무에 통합하는
조직들은 업무의 부정적인 면을 없애기 위한
필요성이 줄어들게 되고, 다른 분야에 투자할 자원을
자유롭게 사용하며, 조직 성과에 대한 개인과 팀의
기여를 증가시킨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업무 속에 웰빙을 반영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 구성원들의 리질리언스, 더 높은 조직성과라는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로 결국 생산성 면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장기적인 측면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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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세대의 인력 관리(The postgenerational workforce)
밀레니얼 세대에서 페리니얼 세대로

조직들은 인력 관리 전략 수립을 위해 구성원들의 나이와 세대에 의존한 분석을 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인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하여 어떤 단일 인구통계학적 시각은 제한된 가치를 만들게 된다. 미래 지향적인 조직들은
인력의 태도와 가치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노력으로 접근방식을 전환하며, 구성원들의 니즈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 적합한 통찰력 분석을 위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조직들은 구성원들의
개별적 속성에 보다 초점을 맞춘 인력 관리 전략과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구현하고 있다. 이러한 개별화는
구성원들이 직장 업무에 대한 기여를 극대화하고, 그들의 경력에서 향상된 의미를 도출하며, 궁극적으로
구성원들은 자신이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실행하기 위한 자신만의 방법을 통해 조직의 목적에 더
잘 부합될 수 있도록 한다.

준비도의 차이

현재의 동인

70%의 조직은 다세대 인재가 12~18 개월에서

여러 해 동안, 나이와 세대는 많은 조직들이

그들의 성공에 매우 중요하거나, 중요하다고

구성원들을 분석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한
시각이였다. 올해 설문조사 응답자 중 절반

응답했다. 그러나, 단지 10%만이 이러한 트렌드에
매우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응답했다.

이상(52%)은 인력 관리 프로그램을 설계 시 세대
차이를 어느 정도 또는 크게 고려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인력이 점점 더 복잡해짐에 따라 세대차이가

관점을 넘어서야 한다는 중요성을 보여준다. Pell 의

적절한 요점이 아닐 수도 있다. 오늘날의 인력은 5 개

사람들이 그들 주변의 세계와 상호관계를 맺는 모든
연령, 유형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집단으로

표현대로, "페리니얼 … 고정관념을 초월하고

세대(Z 세대, 밀레니얼세대, X 세대, 베이비부머 세대,
그 이전)에 걸쳐 있으며, 9 천만 명 이상의 미국 최대

설명할 수 있다.” 이들은 세대 구분에 의한 정의가

인구 집단인 Z 세대가 이 범주에 합류하고 있다.1

아니라 목적을 맞게 성장하기 위해 남다르게 계속

설문조사 응답자 중 6%만이 그들 리더들이 다세대
인력을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도전하는 모든 연령의 사람들"을 의미한다.2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세대에 고정된 전통적인 인력
세그멘테이션 접근법이 미래 인력 관리 전략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Gina Pell 에 의해 처음으로 정의된 "페리니얼
(perennials)”이라는 개념은 보다 의미 있게
구성원들을 이해하기 위해 광범위한 인구통계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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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세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인력을 이해하는 것과
점점 더 연관성이 낮아지는가? 그 출발점은 경력이

사실상, 연구에서 세대 간 차이점을 깊이 분석할수록
그 차이점들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2020 년

보다 다이나믹하고 복잡해져 역사적으로 고려되었던

설문조사 응답자들 중 59%가 세대 간 차이가

나이와 경력 간 상관관계가 느슨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급속한 기술과 조직 변화는 구성원들이 이제

확대되고 있다는 일반적 의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력과 관련된 속성을 더 깊이 분석하였을

직장 생활 전반에 걸쳐 그들 자신을 여러 번

때, 일과 삶의 유연성, 고용 안정과 승진에 대한 기대,

재창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더 넓은
조직 문화 관점에서 젊은 구성원들을

그리고 학습 능력 같은 분야에서는 정반대의
현상들이 발견되었다 (그림 1).

지도자급으로의 승진을 수용가능하게 하고, 때로는
대표적인 세대 전문가인 Lindsay Pollak 은 2019 년

바람직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결론은
오늘날 65 세의 인턴들이 25 세의 매니저들과 나란히

'리믹스 – 다세대가 존재하는 직장에서 어떻게
리드하고 성공할 것인가 (The Remix—How to Lead
and Succeed in the Multigenerational
Workplace)'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 즉, "직장 내
세대를 오래 연구할수록 구성원들이 업무에서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과연 나이가 사람들의
직장에 대한 도전과 니즈를 대변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점을 제기하게 된다.
세대와의 관련성이 감소하는 것은 모든 구성원들이

원하는 것들 내에서 비슷한 점들을 발견하게 된다.

그들 니즈에 대해 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것에서
설명되며, 그 니즈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고 설명한다. 의미, 목적, 좋은 리더, 경력 성장 등의
기본 니즈는 변하지 않는다. 각 세대가 이러한 니즈를

생각했던 것보다 더 유사점이 있다. 한때 밀레니얼

어떻게 표현하느냐, 고용주들이 이러한 니즈를

세대와 연관된 선호들 - 그들의 가치를 반영하는
고용주를 위해 일하고 싶은 욕망에서부터 유연한

실행하는 데 대해 우리가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다.”3

스케줄에 대한 선호까지 - 는 이제 모든 세대에 걸쳐

세대와의 관련성이 줄어드는 것은 세대 중 가장 큰

적용된다.

관심 대상인 밀레니얼들이 업무에서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Deloitte Global Millennial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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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에 의하면, 설문조사 대상인 밀레니얼 세대 중
49%가 만약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향후 2 년 안에

소매업체들은 인구통계학적 정보 분석에서 매 순간
고객 개개인을 목표로 하는 마이크로 세분화로

현재의 직장을 그만둘 것이라고 응답한 결과는

전환했다. 그러나 마이크로 세분화가 확산되면서

설문조사 역사상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퇴사를
원하는 이유로는 인적 자본 분야로서 급여/재정적

기업들을 고객 가치와 선호도를 이해하지 못한 채
마이크로 세분화만으로는 가치 창출에 한계가

보상(43%), 승진할 기회 부족(35%), 학습 및 개발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5 이 분야의 선두적인

기회 부족(28%), 인정받지 못하는 기분(23%), 일과
삶의 균형(22%), 지루함(21%), 조직문화(15%) 등을

조직들은 이제 마이크로 세분화를 넘어 고객의 기본
가치인 태도, 의견, 관심사를 이해하여 더 광범위한

들 수 있다.4

패턴을 예측하고 더 많은 목표와 더 높은 가치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종합해 보면, 세대를 넘어서 미래의 인력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를 다시 고민하고 생각해 봤던 적이

인력을 이해하기 위해 가치나 태도 기반의 접근

없었음을 설명한다.

방식을 취하는 것은 리더들에게 변화가 될
것이지만, 2020 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인력
관리 전략 수립을 위해 인구통계적 지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세대 이외에도 올해 응답자들의

우리의 2020 견해

53%는 인력 관리 전략 수립 시 종신 고용 등을
고려한다고 응답했으며, 44%는 성별, 41%는

구성원의 니즈에 맞는 인력 관리 전략을 개발하는
것은 구성원 개개인의 기대를 더 깊이 이해해야 한다.

기능 및 지역과 같은 인구통계적 부분을 고려한다고
응답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데이터가
가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개인의 행동과

구성원들의 관심, 가치, 선호, 의견과 같은 부분에
대해 복합적인 통찰력이 같이 수반되어야 하는

특성을 반영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것이다.

경우는 훨씬 적다. 예를 들어, 응답자의 42%는
3 년 이내에 제조업자인지, 실무자인지,

구성원 자신의 업무 경험이 고객 경험만큼 개별화

관리자인지와 같은 역할에 따라 인력을 세그멘트

되기를 점점 더 기대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소비자
제품 산업에서 소비자 세그멘테이션을 하기 위해
최근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를 참고하는 것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응답했지만, 27%만이 현재
그들의 조직에서 인력을 이런 방식으로

필요하다. 지난 10 년 동안 많은 소비자 제품 및

세그멘트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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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의 41%는 내향성, 외향성 또는 개인 기여자
또는 팀 플레이어 성향과 같은 개인적 특성이 3 년



업무 태도적 요소: 일과 삶의 균형, 은퇴에 대한
태도, 그 업무에 남아 있으려는 동기

내에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나 현재



고용주에 대한 니즈 요소: 경력 개발 지원, 급여,

22%의 조직들만이 이러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복리 후생, 업무 문화 및 업무 주제

(그림 2).
MetLife 는 마인드와 태도에 기반한 세그멘트는
조직들은 더 넓은 속성들을 고려할 때, 소속감을

인력에 대하여 "좀 더 개인화되고, 맞춤화 되고,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 구성원들을 한곳으로
응집시킬 수 있는 개인 고유한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진정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만든다. 그리고 이는
리더들이 "가장 영향력 있는 곳에 달러를 집중하게끔

MetLife 의 연구에서는 어떻게 소속감을 증진시킬 수

만든다. 왜냐하면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직원

있는지에 대한 시각을 제시한다. MetLife 는
조직들이 인력 세그멘테이션을 할 때 고려해야 하는

만족도와 직접적인 정서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6

다음의 5 가지 요소를 정의하였다.
그렇다면 조직들은 이러한 새로운 세그멘테이션을


인구통계적 요소: 연령, 성별, 소득, 교육 및
인생에서의 주요 이벤트

할 때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가? 2020 년 설문조사
결과에서 몇 가지 단서들을 찾을 수 있다.



조직학 요소: 직무 재직기간, 회사 규모, 산업,

설문조사에서 평균적으로 성과관리, 보상, 혜택,



역할 및 블루칼라 vs 화이트칼라
삶에 대한 태도적 요소: 미래 낙관론, 미래 vs.

웰빙 등의 분야보다 경력 및 학습과 관련된 정책과
프로그램을 알리는 데 세대 기준이 2 배 더 자주

현재 지향, 변화 방향, 즐거움/스트레스 원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그리고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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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가장 큰 기회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 주는

세그멘테이션 전략과 더 개인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것이다.

의미한다.

웰빙, 성과관리, 복리후생, 보상은 역사적으로 개인

학습을 할 때 리더십 개발, 경력 개발, 인재 확보가

니즈에 초점을 맞춰 왔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세대별 관점과 프로그램 설계 간 관련성이 낮아진

보다 개인적이고 역동적으로 되며, 비즈니스 성과에
미치는 영향도 크게 향상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것이다. 반면에, 제도 설계와 적용에 있어서 인력을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룹화하고 인구통계적 가정들을 활용한 인재 확보,
경력 개발, 리더십 개발, 학습은 세대적 관점에 훨씬



더 많이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의 구성원들이

조직들은 업무 행동과 관련된 경력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구성원들은 (관리자가 아닌)
"제조업자" 또는 "실무자"로서 튼튼한 경력

가능한 한 일찍 은퇴하기를 원하거나, 구성원들이
리더가 되기 위하여 몇 년의 경험이 요구된다거나,

경로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조직들이
개인에게 미래의 사업 전략을 설명하기 위한

구성원들이 정년 보장을 받으면 더 이상 개발할

제도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어려운

필요가 없다는 것과 같이 과거의 일반적인
고정관념과 가정들이 점점 더 부정확하다는 것이

상황에서 최고의 인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증명되면서, 이 분야에서는 세대별로 대변하는 것은
이제 연관성이 떨어지게 된다. 이는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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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하는지)를 중심으로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구성원들이 자신의

설명했다.7 구성원들의 가치, 태도, 행동 및 관심사를
이해하고 유사한 구성원들의 그룹을 구분하는 교차

선호에 맞는 방식으로 경력을 개발할 수 있으며,

절단 패턴(cross-cutting pattern)을 찾는 것은 여러

변화하는 비즈니스 니즈에 충족할 수 있도록
reskill 및 upskill 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가지 다른 시각을 통해 인력 관리 전략을 세우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이는 오늘날 대부분의
조직들에게 보이지 않는 개별적 특성을 측정, 추적,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또한 이는
대부분의 조직들이 역사적으로 유지해온 것보다

인재 확보 프로그램은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능력과 태도, 그리고 어떠한 경력을 가지고

훨씬 더 복잡한 세그멘테이션을 관리하기 위해 이를

있는가를 기반으로 사람들을 채용한다. 이렇게

위한 리더들이 필요하다.

되면, 조직들은 오늘날과 같이 타이트한 인재
시장에서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다른 비즈니스
영역 및 기술 우선 순위에 따라 연령과 직급이
다른 사람들을 영입함으로써 인재 풀을 넓힐 수

사례에서의 교훈

있게 된다.


새로운 연구와 프로파일링 도구는 특정 업무 특성이
특정 세대와 연관되어 있다는 이전의 가정을

진화하고 있는 개개인의 능력, 니즈, 기대치에
따라 리더십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역할 전반에

반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회사인 Swarm Vision 은 8 개의 기술군을 기반으로

걸쳐 보다 유동적인 움직임을 가능하게 한다.

조직 내 혁신 인재를 측정할 수 있는 심리학적

이는 적응력 있고 팀 중심의 조직을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리더들은 이러한 조직과
연계하여 조직 성과를 개선하고 비즈니스

프로파일러를 만들었다. 혁신, 재능, 긍정적인 사업
결과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Swarm Vision 의 연구

성공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결과는 나이가 혁신 점수의 동인 요소가 아니라는

이러한 관점은 런던 경영대학원의 Lynda Gratton 과

흥미로운 발견을 보여주었다. 실제로, 이 연구에서는
연령층 간의 차이가 거의(5% 미만) 나타나지

Andrew Scott 교수가 < 100 년 인생 (the 100-Year

않았으며, 이는 인구통계적 시각이 혁신과 관련된

Life) > 에서 쓴 글과 일치하며, 이 책에서 그들은
나이에서 다른 관점으로 넘어가는 움직임에 대해

특성을 이해하는 데 적합하지 못하다는 입증했다.8
조직 내 인력 세그멘트와 팀에서 인재에 대한

Global Human Capital Trends 에서 본 포스트세대 인력의 변화
지난 10 년 동안, 경력은 더 역동적이고 복잡해졌다. 사람들은 더 오래 살고 더 오래 일하고 있고,
직장(workplace)에서의 빠른 변화 속도는 구성원들이 그들의 경력 기간 동안 여러 번 그들 자신을 재창조할
필요가 있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대한 핵심 요소는 직장에서 기성 세대 구성원들의 역할이었다. 2013 년
보고서의 "고령화 인력: 인재 격차에서 은빛 헤어를 찾기" 장에서, 젊은 근로자들의 승진 기회를 제한하는
'회색 천장(gray ceiling)'을 만들지 않고 조직의 가치를 창출하는 성숙한 인재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했다. 우리는 조직들이 인력 유연성과 커리어 커스터마이징의 원칙을 적용하기를 제안했다. 5 년 후
"장수 배당: 100 년 시대에 일하기" 우리의 제언은 다음과 같았다: 조직들은 의미있고 생산적인 다단계와
다차원적 경력을 개발하여 세대에 걸쳐 구성원들을 참여시켜야 한다. 올해 우리는 이러한 다단계 및 다차원적
경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조직들은 연령이나 세대 만을 기반으로 한 인력 전략과 프로그램을
다시 고려해야 하며, 대신에 구성원들의 개별 속성을 더 잘 맞춰줄 수 있도록 구성원들의 관심, 가치, 선호도 및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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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적 시각을 적용하고 그 정보를 사용하여
새로운 팀을 설계하고 프로그램을 upskilling 하는
것은 혁신 결과와 ROI 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인력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과 기법은 구분되는 구성원 유형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할 것이다. 한 글로벌 에너지 회사는 조직이
인력을 다양하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세그멘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회사는 리더
모집단에서 고유한 세그먼트를 구분하기 위해
감독되지 않는 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인구통계적 범주를 교차 절단하는 의미 있는
집단들(예를 들어, 심층 네트워크, 높은 적응력 또는
강한 분석 능력을 가진 리더들)을 발견했다. 그 후 이
회사는 이러한 집단들을 잠재력이 높은 리더십
파이프라인과 비교하여 특정 지역이나 구성원
단체(코호트)가 리더십 프로그램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하는데 활용하였다.9

방향전환의 시각
대부분, 밀레니얼 세대의 견해와 기대는 기존
조직들이 인력을 이해하는 한 방법으로 세대 기준을
분석한 것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많은 조직들도
세대별 또는 단일 인구통계적 속성에 의해 세그멘트
하는 것이 지나친 단순화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오늘날 조직들은 소비자 마케팅에서 얻은 통찰력과
데이터 분석을 구성원들의 개별 행동, 가치 및 태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인구통계, 경력 및 생활 단계에
기반한 인력 관리 제도를 설계하는 데 적용한다.
이러한 포스트세대의 접근방식을 통해, 조직들은
향상된 몰입과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배당을
지불함으로써 구성원들에게 더 의미 있고 기업에 더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그들의 니즈와 기대를
총족시킬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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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팀(Superteams)
업무 내 AI 배치

오랜 기다림은 이제 끝났다. AI(인공지능)이 여기에 있다. 구성원들이 지능형 기계로 대체될 것이라는 종말론적인
예측에도 불구하고, 선두적인 조직들은 새로운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즉, AI 를 팀으로 통합하여 혁신적인 사업
성과를 내기 위한 전략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슈퍼팀(superteams)"은 조직들이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창조하기 위해 조직 스스로를 재창조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구성원들에게 조직에 대한 가치와 고용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경력을 재창조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시한다. 여전히 AI 를 주로 비용 절감을 위한
자동화 도구로 보는 조직들에게 있어서는, 보다 효과적인 팀을 구성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AI 도입과 연결하는 것이
인간과 기계가 더 신선하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협업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인 것이다.

준비도의 차이

현재의 동인

59%의 조직은 AI 기술을 통합하기 위하여 직무를
재설계 하는 것은 12~18 개월에서 그들의 성공에

추측의 오랜 기간 끝에, AI 는 마침내 공상과학소설이

매우 중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아닌 분명하고 현재 조직이 고려하는 우선 순위에

단지 7%만이 이러한 트렌드에 매우 준비가 되어

있다. Global Human Capital Trends 설문조사에서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70%가 그들 조직들이 AI 를 탐색하거나
어느정도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Deloitte 의
2020 년 글로벌 기술 리더십 연구에서 1,300 명
이상의 CIO 와 수석 기술 리더들은 분석과 인지

이전에 사람들이 수행한 작업을 자동화하기 위해

능력이 향후 3 년 내에 조직에 두 번째로 큰 영향을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구성원들을 돕기 위해 사용할

미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1 그리고 조직들이

것인지의 근본적인 선택의 기로에 있다. 좋은 소식은

이에 주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AI 는 향후 10 년

설문조사의 응답자들이 후자로 기울고 있다는

동안 세계 경제에 13 조 달러 상당의 가치를 추가할

것이다. 응답자 중 12%만이 조직이 주로 구성원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2

대체하기 위해 AI 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60%는 구성원들을 대체하기 보다는 지원하기 위해

AI 가 인력 관리 영역에 발을 들이면서 중요한 문제는

AI 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림 1). 게다가,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AI 활용으로 일자리 수가

영향을 미칠지가 중요한 관건이 되었다. 이 문제는

그대로 유지되거나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림
2).

업무에서 AI 의 역할에 대한 논의의 폭이 커지고
있다. 몇 년 동안 예측은 암울했고, 헤드라인으로

나쁜 소식은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며, 조직들이 AI 를
사용하여 인력을 지원하고 증원하는 방법에서

"로봇들이 당신의 일자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내용이 끝임 없이 실렸다.3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하나는 AI 를 활용해
구성원들을 지원하는 것이 한계가 있으며, 이는 가치

하지만 일자리를 없애고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AI 를
활용하는 유일한 방향은 아니다. 조직들은 AI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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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시키는 것보다 일관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더
중점을 둔다는 점이다.

우리의 2020 견해
어떻게 조직들이 가치를 창출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설문조사에 참여한 조직의 절반 이상이 일관성과
품질 향상을 위해 주로 AI 를 사용하고 있으며, 약

이끄는 방식으로 일과 일자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AI 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을까? 이를 효과적으로

4 분의 1 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주로 AI 를 사용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들은 AI 를 직장 내 팀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응답자 중 16%만이 자신의
조직이 구성원들의 통찰력 개발을 돕기 위해 주로
AI 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림 3).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한다.
AI 를 팀에 통합시키는 것은 가치 창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팀은 오늘날 조직에서 대부분의
일을 수행하는 기본 단위이기 때문이다. 2019 년
연구에 따르며, 조직들의 65%가 기능 계층에서 팀

두 번째 차이점은 조직들이 교육에 충분한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응답자들 중 17%만이

중심 및 네트워크 기반 조직 모델로 전환하는 것이

그들의 조직들이 AI 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재교육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중요하거나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
분석되었다. 이미 여러 팀들로 운영되고 있는
조직들은 그 혜택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AI 가 연계될 직무들의 변화에
대하여 어떻게 인력을 준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많은 조직들이 AI 가
인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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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는 이러한 전환으로 인해 실적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응답했다.4

기술을 사용하여 수행된 업무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여러 가지 전통적인 직무에서 업무와 책임을 결합한
것이다. AI 를 업무 변혁의 수단으로 보는

“슈퍼잡(superjobs)”이라는 개념은 AI 를 팀으로
통합하는 것이 어떤 모습일지의 실마리에서 정의된

혁신자들에게, 슈퍼잡은 인간과 기계가 비즈니스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서로 가장 잘하는 부분을

것이다. 작년에 우리가 설명하였듯이, 슈퍼잡들은

결합하는 것이다.5 예를 들어, 창고 물류 센터에서
인간과 로봇을 모두 고용하는 한 회사에서는 센터
관리자의 역할이 단순히 교대조 감독에서 사람과
로봇이 언제 서로 일을 교대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발전하였으며, 이는 다른 종류의 기술 및
비즈니스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6
문제를 해결하고, 통찰력을 얻고,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상호 보완적인 능력을 활용하는 사람과 기계의
조합인 "슈퍼팀"은 이러한 개념을 개인을 넘어
그룹에까지 확장한 것이다. 이러한 구조는 MIT
집단지성센터(MIT center for collective
intelligence)의 창시자인 Thomas Malone 의 저서,
슈퍼마인드: 인간과 컴퓨터가 함께 생각함에서
나오는 놀라운 힘 (Superminds: The Surprising Power
of People and Computers Thinking Together)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는 사람과 기계가 어떻게 새로운
수준의 지능을 얻기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는지 탐구한
것이다.7 Malone 은 이 주제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루프 속의 인간에서 그룹 내 컴퓨터까지"라는
문구로 요약하였다. 컴퓨터와 사람들이 공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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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Human Capital Trends 에서 본 슈퍼팀
올해의 "슈퍼팀" 경향은 지난 10 년 동안 두 가지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팀의 부상과 직장에서의 인공지능
도입이 증가하고 있다. 미래 업무의 중추적인 힘인 이 변화는 전례 없는 혼란에 직면하면서 조직들은 번창할
수도 뒤쳐질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는 환경에 처해 있다.
지난 10 년 동안 조직들이 디지털화가 되면서, 더 빨리 움직이고, 더 빨리 적응하고, 빠른 학습을 적용하며,
구성원들의 다이나믹한 경력 니즈를 수용하기 위해 조직 내 재설계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그 결과는
2016 년과 2017 년 보고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속도, 민첩성, 적응성을 위해 네트워크와 생태계로 조직을
해체하고 재설계하는 것이었다. 작년 "조직 성과: 팀 스포츠이다,” 에서 논의 되었듯이, 팀으로의 전환이
얼마나 비즈니스 성과에 중요한 지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74%가 팀/네트워크 기반 조직으로의
전환이 성과를 향상시켰다고 결과가 뒷받침하고 있다.
인공지능 채택도 비슷한 궤도에 직면했다. 지난 10 년 초에는 초기 개념이었던 것이 비즈니스 성과를 위한
필수 요소로 발전하였다. 2015 년 "인재인 기계" 장에서 기계가 직장에서 경쟁자가 아닌 협력자가 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소개했다. 불과 2 년 후에 설문조사 응답자의 41%가 인지와 AI 를 완전히 구현했거나
도입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응답하였으며, 또다른 34%는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2017 년 보고서에서 역시 심각한 격차를 드러냈다. 이러한 기술의 광범위한 적용에도 불구하고,
응답자들 중 17%만이 인간, 로봇, AI 가 나란히 일하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Global Human
Capital Trends 설문조사에서 발표된 점수 중 가장 낮은 준비 수준이었다. 우리가 요구하는 실행은 명확했다.
조직들은 구성원들에게 큰 그림의 비전을 제시하고 업무를 재설계하여 자동화 및 아웃소싱이 가능한 업무와
인적 기술의 새역할을 수용해야 한다. 이 논의는 지난해 '일반 업무에서 슈퍼잡까지'에서 다양한 논의를 했다.
여기서 스마트 머신, 데이터, 알고리즘으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생산성을 활용해 기술과 소프트 스킬을
다른 전통적 직업의 일부를 결합하는 통합적 역할의 '슈퍼잡'에 대하여 연구했다.
올해는 팀의 부상과 인공지능의 도입이 어떻게 조직과 개인이 스스로를 재창조하고, 보다 생산적인 방법으로
협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지를 "슈퍼팀" 에서 함께 논의한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각 상호보완적인 강점을

첫 번째 단계인 대체는 새로운 성과를 통해 비용을

사용하는 팀을 만드는 것이다.

절감하고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인

8

확장은 더 큰 수준의 혁신으로 더 큰 가치와 기회를
창출하고,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슈퍼잡과 슈퍼팀들은 구성원을 대체하는 업무를
자동화하는데 관점에서 슈퍼잡을 만들기 위한

그리고 세 번째 단계인 협업은 여전히 더 큰 수준의

기술과 구성원을 증원하고, 경영진 수준에서의

협업을 통해 업무와 결과물이 업무 수행자와
고객에게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퍼팀을 형성하기 위해 기술과 협업하는 방향으로
기술과 사람 간 관계가 발전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4). 우리의 주장은 조직들이

비용, 효율성 및 가치에서 더 큰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9

이 스펙트럼을 따라 더 발전함에 따라, 기술이 조직
성과를 변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확장과 협업에 초점을 맞춘 노력이 단순히 지능형
기계로 인간을 대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인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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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능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여유 있는
생산 능력이 이러한 노력의 최종 목표는 아닐지라도
말이다. 효과적인 업무의 확장과 협업을 위해 AI 를
활용하는 것은 단지 동일한 예전의 작업을 다른
역할로 계속하는 것보다는 업무의 본질을
재조명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확장와 협력으로
한발자국 나아가기 위해서는 구성원들과 조직들
모두 다양하게 재창조되어야 한다. 아래 그림 5 는
효과적인 팀 구성에서 필수적인 5 가지 레벨을
제시하며, 각 단계에서 재창조를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10 이 모든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개념은 재창조를 통해 업무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즉, 개인과 조직이 성공적인 미래의
업무로 연결, 성장하고 장려하도록 하는 A 라는
재창조를 활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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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AI 를 팀으로 통합하는 것은 5 개의 도메인에 걸친 조치를 수반한다
구분
개인
(Individuals)

리더
(Leaders)

팀
(Teams)
조직
(Organizations)

AI 통합을 위한 단계


비판적 사고와 관찰, 문화적 감수성, 사회지능, 갈등해결, 팀워크와 협업 등 AI 와
협력할 때 가장 중요한 인적 역량을 쌓는 데 투자함



이러한 역량을 전면에 내세우는 경험을 찾아봄



AI 로 효과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적절한 인적 역량을 갖춘 작업자를 식별하는
방법을 배움




이러한 역량을 가진 신규 인력을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 배움
높은 수준의 정서적 지능과 공감으로 선도함



서로 강등하지 않으며, 사람과 기계 모두 포함하도록 팀을 구성함



지역 인재, 가상 인재, AI 로 구성된 팀의 구성과 해체 능력을 향상시킴



AI 가 팀에 포함되도록 조정하기 위한 프로세스와 성능 관리를 연계함



조직의 민첩성 또는 다른 팀 이니셔티브를 AI 이니셔티브와 결합하여 새롭고 더
나은 결과물을 추구하기 위한 혁신 노력 수행함. 이것은 비용 이상의 가치를



목표로 보고 의도적으로 확대와 협업을 수단으로 채택하는 것을 수반함
리더에게 협업적인 AI-인간 팀을 이끌 수 있는 적절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오랜 기간 동안 경험적 리더십 개발에 투자함

생태계
(Ecosystems)



AI 가 직장과 조직의 고객 및 평판에 미치는 윤리적 영향을 예측하는 구성원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 올바른 일을 하는 문화를 개발함



조직의 재구성한 작업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인력 모두에 대한 액세스를
유지하기 위해 AI 공급업체, 인재 시장 및 플랫폼과의 잠재적 파트너십을 파악함

효율성은 상승할 것이다. 인프라 관리의 미래는

사례에서의 교훈

현장의 로봇, 클라우드의 데이터 분석, 그 과정에
내재된 AI 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은

산업 내 미래지향적 조직들은 대체, 확장, 협업의 세
단계에서 AI 를 어떻게 결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기업들이 더 적합하고 더 빠른 속도로 의사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줄 것이며 이에 대해 구성원들이
재조명하게 될 것이다.

있다. 예를 들어, 몇몇 유틸리티 회사들은 인프라
관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원격 감지,
클라우드, 데이터 분석 및 AI 를 연구하고 있다.

다른 AI 애플리케이션은 AI 와 인간의 보완 능력을
결합한 확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치를 보여준다.

원격감지에는 드론, 헬기, 위성, 각종 센서 등이
동원되어 자산 상황과 상황 인식 정보를 수집한다.
수동 인프라 검사 프로세스에 비해 원격 감지는 훨씬

최근 MIT Sloan Management Review 기사에 따르면,
보험에서 미디어, 호스피텔리티에 이르는 산업의
조직들이 고객 서비스 담당자들을 돕기 위해 챗봇을

빠르고 효율적이며 데이터가 풍부하다. 이처럼
방대한 비정형 데이터 로드는 스토리지 및
큐레이션에 클라우드와 고급 데이터 분석을 필요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흔히
챗봇은 기존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할 수 있는 잘
정의된 대답으로 공통 질문의 구조화된 답변을 하고,

한다. 여기서 AI 는 결함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력
증원이 필요했다.11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의 참여는
현저하게 감소할 것이고, 반면에 정확성과 운영의

인간 구성원들은 고객과 더 많은 공감을 필요로
하거나 명확한 코드화된 답변이 없는 상황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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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대하게 된다.12 일부 조직들은 챗봇을 단순히
사용하는 것 이상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그들의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정확한 맥락에서
정확한 정보를 찾아 제공함으로써 시간을 절약했다.

마케팅 서비스 회사인 HubSpot 은 잠재 고객을 영업

두 번째 버전인 CIMON 2 는 우주 비행사와의

사원과 연결하기 전에 챗봇을 사용하여 잠재 고객을
선별한다. 챗봇을 통해 선정된 고객(리드)은 영업
사원과 대화할 가능성이 40 퍼센트 더 높다.13

대화에서 감정을 감지하기 위해 언어 분석을 위한
IBM Watson™ Tone Analyzer 를 추가로 탑재했다.
CIMON 2 가 승무원의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
우주인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립과 집단사고
등의 현상을 완화시키는 것이 그 목표다.17

인간과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하기 위해 진화하면서
인간의 역량을 증폭시키는 AI 의 힘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업용 이메일과 쓰기 프로그램에
내장되는 AI 기반 쓰기 도구인 Textio 는 실시간

방향전환의 시각

데이터와 제안사항을 제공하여 사람들이 자신의
단어가 어떻게 적용될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Textio 는 또한 사람들과 함께 글을 쓸 수 있다. 인간

AI 전략과 관련해 조직들은 고민의 기로에 서 있다고
본다. AI 와 인간을 병렬로 계속 관리하는 조직들은

작가는 Textio 를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효율을 적정 수준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고, 인간과

대략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소프트웨어는
그/그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언어를

AI 를 슈퍼팀으로 통합하는 것을 선택하는 조직들은
혁신적 방식으로 업무를 재설계함으로써 훨씬 더 큰

추천한다. 이는 그/그녀의 아이디어에 기초하여
인간과 공동 창조하는 것이다.14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길은 더
어려울 것 같지만 더 큰 기회가 놓여 있는 곳이기도
하다. 당면 과제를 정면으로 해결하고 재창조를 통해

이러한 새로운 AI 와의 상호작용 방식은 지능형
기계와의 진정한 협업의 길을 여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부 조직들은 인재 확보와 매력을 파악하기

구성원들의 업무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조직들은 AI 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기업 가치를
높이고 의미 있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위치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위해 팀 내에서 Textio 를 사용하고 있다. 이 조직들은
직무기술서를 작성하는 협업 과정으로 최종
직무기술서가 본래 취지를 상실하거나 조직들의
편견과 규범을 반영하는 모호한 언어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인재와
비즈니스 팀에 새로운 언어를 제안하고 편향된 언어
또는 고급 언어를 강조하는 Textio 애플리케이션을
포함시켜, 조직들은 직무기술서를 개선할 수 있었다.
Textio 를 채택한 후, Procter & Gamble 은 자격
조건을 갖춘 지원자 수가 30% 증가했으며,15
NVIDIA 는 Texitio 90 점 이상에 직무기술서에 여성이
28% 더 많이 지원했으며 채우기 속도가 50% 더
빨랐다는 것을 발견했다.16
훨씬 더 놀라운 예로, DLR, 에어버스, IBM 은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우주 비행사와 협력하기 위해
승무원 대화형 모바일 동반자(crew interactive
mobile companion, CIMON)라고 불리는 지능형
로봇을 개발하기 위해 협력했다. 다양한 IBM 왓슨™
서비스를 기반으로, CIMON 의 첫 번째 버전은 우주
비행사의 연구 실험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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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관리(Knowledge managements)
연결된 세계를 위한 지식의 창조

지식은 조직 성과를 견인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경쟁 차별화 요소이며 앞으로도 계속 중요할 것이다. 인간과
기계가 함께 일하는 힘은 인류 역사에서 지식을 창조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첨단 기술,
새로운 작업 방식, 인력 구성의 변화로 인하여 지식 관리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은 더 이상 용이하지 않게 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위하여 많은 조직들은 지식의 창조를 촉진하는 방법을 재정의하여 업무에서 인간의 잠재력을
극대화해야 한다.

현재의 동인

준비도의 차이

기술은 의심할 여지 없이 보다 효과적인 지식 관리를

75%의 조직은 진화하는 인력 전반에 대해 지식을

위해 강조되는 니즈이다. 디지털 초연결 시대에
조직들은 "데이터의 쓰나미"1 를 수집하고

창조하고 보존하는 것은 12~18 개월에서 그들의

생성하지만, 이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기업들은

그러나, 단지 9%만이 이러한 트렌드에 매우 준비가

성공에 매우 중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거의 없다.” Statista 에 따르면 2019 년 하루 평균
2,930 억 건 이상의 이메일이 송수신된다.2 그러나

되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올해의 트랜드를
통틀어서 중요도와 준비도 간 가장 큰 격차로

1,300 여 명의 기업 및 IT 임원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나타낸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 데이터의 평균 55%가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3
기술은 또한 지식 관리를 더욱 필요하게 만드는

동적으로 움직인다. 대표적인 예로, 오늘날 많이
직장에서 사용되는 두 가지 디지털 통신 도구인

새로운 업무 방식을 생성한다. 디지털 협업 도구로
구성원들의 대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Microsoft Teams 와 Slack 은 각각 1,300 만 명의 일일

지식은 더 이상 접속을 기다리는 데이터베이스가

활성 사용자들에 의해 활용되고 있다.4

아니라 현 업무와 밀접한 디지털 통신 채널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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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업무 방식은 구성원들의 이동 가능성을
증가시켰다. 전통적인 업무와 대체 업무 모두에서
일하는 구성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지식을
가지고 직무, 프로젝트, 팀, 지역, 조직 전반으로
이동하고 있다. 올해 Global Human Capital Trends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2%가 인력 이동이 지식
관리 전략을 선제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35%는 구성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빈번한 변화가 효과적인 지식 관리를
하는데 장벽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업무의 수행 방식이 변화되고 있음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조직들의 지식 관리는
변화 속도에 맞추지 못하고 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의 거의 절반이 지식 공유 도구와 플랫폼에
대체 인력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16%만이
지식 관리 전략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로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지식 관리를 통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긱 이코노미
(gig economy)는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세계에서 이러한 요소는 미래에 지식을 창출하는 데
심각한 장벽이 될 수 있다.

우리의 2020 견해
올해 연구 결과를 보면, 많은 조직들이 지식 관리의
기본에 초점을 맞추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Global Human Capital Trends 에서 본 지식 관리의 변화
빠른 속도로 정보를 포착하고 전파하는 신기술이 등장하면서 지식 관리는 지난 10 년 동안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다. Global Human Capital Trends 보고서에 따른 변화의 여정은 다음과 같다. 2014 년에는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구성원 지식 공유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2016 년에는 내부 지식 공유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2018 년에는 내부 콘텐츠와 지식 공유 시스템을 모두 큐레이션하는 새로운 학습 및 지식 공유
시스템의 등장을 알리는 변화들이 이루어졌다. 2019 년 1 위 트랜드는 "삶의 흐름 속에서 배우는 것" 이었다.
여기서 업무와 별개로 일어나는 것으로 지식 공유와 학습에서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일과 시간 내내 발생하는
작은 용량으로 워크플로우에 통합되는 업무로의 전환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올해, 우리는 조직들이 정보를
가시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의 시스템을 통해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구성원들이 혁신하고 새로운
통찰력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팀의 방식에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을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관점을
확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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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올해 Global Human Capital Trends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55%)이 지식

실시간으로 시사점을 도출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식이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관리를 단순한 지식 문서화 및 전파로 정의하고 있다.

통해 흐를 수 있게 해준다.

가치 창출을 위한 실천과 연계된 지식(36%)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훨씬 적은 반면, 절반
미만(43%)은 지식 창출을 새로운 제품, 서비스 또는

예를 들어 Microsoft’s Project Cortex 는 AI 를 이용해
대량의 콘텐츠를 분석하고, 이를 다른 주제로

솔루션 개발의 핵심으로 인지하고 있다 (그림 1).

정리하며, 중요한 정보를 추출하여, 사람을 주제와

압도적으로 많은 조직들이 그들의 부족함을

콘텐츠로 연결하는 '지식 네트워크'를 만든다.5
이메일에서 생소한 프로젝트를 보는 구성원은

이해하고 있다. 응답자들 중 82%는 그들의 조직들이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토픽 카드'와 관련 전문가 및

지식을 행동에 옮기는 일을 더 잘 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79%는 혁신을 시작하고 새로운 제품과

구성원, 관련 리소스, 기타 유용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Cortex 는 또한 구성원들이 자신의 업무와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 지식을 창출하는 데 더

관련된 최신 주제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개인화된

효과적이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지식 센터"를 만들 수 있다.6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직들에게 좋은 소식은 기술이

이런 방식으로, 기술은 집단 지성의 발전을 돕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방법으로 “슈퍼팀”이라 불리는 "그룹에 컴퓨터를

자연어 처리, 자연어 생성 등 새롭게 등장하는 AI
능력은 상이한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자동으로

배치하는 것"이 한 예가 된다.7 슈퍼팀들의 핵심
활용으로 지식 관리는 구성원들이 정보를 찾기 위해

인덱스화 하여 결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술은

가끔 방문하는 내부 데이터베이스 수준을 훨씬 넘어

또한 정보에 태그를 지정하고 구성할 수 있으며,
인간의 개입 없이 상황 별 메타데이터를 자동으로

진화하고 있다. 대신에, 기술은 조직의 모든 다른 팀,
시스템,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조직이 하는 모든 것을

생성하며, 조직의 사람과 네트워크가 만들어내는

상승시키고 발전시키도록 한다. 올바른 정보를

지식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주요 장벽을 제거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발전된 애플리케이션으로, AI

적시에 적합한 구성원에서 선제적으로 제공해주고,
핵심 기술과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전문

기술은 상황별 정보를 가지고 조직의 다른 팀과

지식을 자동으로 전달하여 학습을 가속화 하도록

시스템으로 적용시킬 수 있으며, 구성원들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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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Philips 는 8 만 명에 가까운 구성원들과 17 개

제약된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설문조사 응답자 10 명

시장, 30 개 이상의 비즈니스에서 구성원의 시간을
절약하고 사일로를 없애기 위하여 제품 기반

중 거의 7 명(67%)이 제한적 범위를 넘어 AI 를 지식
관리 전략에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기업에서 솔루션 기반 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그림 2).

새로운 지식 관리 플랫폼을 출시했다. 플랫폼의 태그
매커니즘은 특정 관심사와 필요에 따라 구성원들이

그러나 기술 인프라의 부족이 공통적인 장벽으로
지적되었지만, 이는 효과적인 지식 관리의 큰 장벽 중

기사, 논문, 팁과 요령, 공공 커뮤니티, 전문가와 쉽게

하나일 뿐이었다. 2020 년 설문조사에서 확인된 다른

연결되게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막대한 시간 절약이
이루어지고, 회계 관리자와 영업 엔지니어들은
정보를 찾는데 있어서 매 단위로 더 적은 시간을

장벽은 기술이 아니라 지식 관리에 있어서 인간적인
측면이 해결되어야 한다 (그림 3). 조직 간

소비하게 된다.8

사일로(55%), 인센티브 부족(37%), 조직 의무

Honda 는 2019 년에도 운전자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부족(35%)과 같은 장벽들은 많은 조직들이 지식을
공유하고 창출하기 위한 인프라 이상으로 고려해야

운전자 행동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할 부분이며 이와 관련된 가치도 재정의해야 한다고

과정에서 이와 비슷한 접근법을 적용했다. Honda 는
IBM 왓슨의 왓슨 디스커버리라는 AI 툴을 이용해

설명한다.

운전자의 불만 패턴을 분석하여 새로운 지식을

지식이 권력과 동일한 세계에서, 많은 구성원들은

창출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엔지니어가 차량의 품질
문제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이것은

그들의 전문 지식을 고수하는 것이 그들의 가치를

그들 자신의 업무 경험 뿐 만 아니라 Honda 고객들의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조직들은 구성원들이 그들의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

경험도 향상시켰다.9

그들을 덜 가치있게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더 목적에

많은 조직들은 지식 관리 기반으로 "그룹에

적합하게 만든다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Sodexo 는 지식 공유의 가치를

컴퓨터"를 배치하기 위해 기술적인 도전과제를

인식하는 조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설문 응답자들 중 36%는
적절한 기술 인프라가 부족하여 조직의 지식 관리가

이들은 50 만 명에 가까운 구성원들이 능동적인 지식
공유 커뮤니티에 가입할 수 있도록 디지털 캠페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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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었고, 커뮤니티의 중요성 마케팅, 사용량 측정,
활성 사용자 인식 등을 통해 참여를 독려했다.

예를 들어, Philips 는 단순히 지식 관리를 이용하여
회계 관리자와 판매 엔지니어가 정보를 검색하는 데

Sodexo 는 지식 공유의 사고 방식을 조직에 내재화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었다. 이 회사는 지식

하기 위해 지식 커뮤니티를 다른 조직 시스템에
통합하여 일상적인 워크플로우를 통해 쉽게 접근할

관리 생태계를 활용하여 고객들을 위한 새로운
엔지니어링 솔루션 방법을 만들었다. 이러한 변화의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이미 성과를 내고

시점은 리더들이 새로운 서비스와 솔루션을 시장에

있다. Sodexo 의 디지털 및 혁신 HUB 책임자인 Neta
Meir 는 Sodexo 가 이미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하며

공유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어질 거라고 깨닫는
순간이었다. 유럽의 계정 관리자들이 이 솔루션의

소비하는 새로운 행동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성공 사례를 알지 못하는 동안, 미국에서의 서비스는

설명했다. Meir 는 "나는 우리가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 바로 힘이라고 믿으며, 이를 위해 사일로를

성공적일 수 있었다. Philips 제품에 대한 지식이 회사
내부 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깨고, 더 협력적으로 일하고,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올바른 방향에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엔지니어링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그 지식을
활용할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마다, 엔지니어들은 지식 관리

10

효과적인 지식 관리를 위한 방식은 구성원들에게

사이트를 확인하며, 이 사이트는 AI 를 이용하여

서로의 지식과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한 더 큰

유사한 다른 프로젝트들을 즉시 검색하고 그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구성원들을 연결해 준다.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으며, 조직에 대한 구성원들의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궁극적으로는

노력을 중복하는 것 대신, 이러한 팀들은 전방에서

이들에게 업무에 대한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다.

협력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궁극적으로

혁신과 성장이 정보와 사람의 눈으로 파악이 어려운
패턴을 모색하는 것에 영향을 받는 이 세계에서,

그들의 혁신을 더 빨리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한다.13

직업의 안정과 조직의 상황은 개인과 조직의

한 선도적인 바이오 의약품 회사가 비슷한 접근법을

재창조에 의한 기여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개인의
정보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조직들은 조직

적용했다. 이 회사는 지식 관리를 활용하여 그들의
제품이 겪은 여러 초기 단계 시험에서 얻은 교훈들을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주제와 전문가를 식별하여

종합하여 새로운 지식으로 결합하고 회사가 보다

조직 간 사일로를 없애는 과정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조직들은 조직 내 지식 허브를

효과적인 방법으로 시장에 솔루션을 발전시켜
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은 기존에 오직 알고자

시각화할 수 있는 개념적 지식 네트워크를 생성할 수

하는 차원에서만 정보를 공유해 왔던 조직에서는 꽤

있게 된다.11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지식이 어떻게 그리고 어디서 추진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이 회사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생각함으로써 기존의 문화적 개념을 깰 수 있었다.14

사례에서의 교훈
설문조사에서 지식 관리 관련 리더들은 12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응답자들과 다른 결과를 보이며, 특히

방향전환의 시각

지식 관리에 대한 정의에서 차이점이 두드러진다. 이
리더들은 지식 관리를 정보를 포착하고 전파하는

급격한 기술 발전은 지식 관리를 통계학, 문서 작업에

방법 이상의 것으로 본다. 즉, 지식 관리를 새로운

초점을 맞춘 백오피스 활동, 웨어하우징 정보

제품, 서비스 또는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한 지식 창출
방법으로 본다. 이러한 조직들은 지식 관리의 가치를

관리에서 이제는 조직이 이전보다 더 효과적으로
지식을 만들고,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재정의함으로써 다른 조직들이 어려워했던 문화적

다이나믹한, AI 기반 플랫폼으로 발전하려고 하고

장벽을 허물 수 있을 것이다.

있다.

63

2020 Deloitte Global Human Capital Trends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려면 조직들은 두 가지
중요한 요소, 즉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물리적
시스템과 기술을 지원하는 인프라와 프로세스,
인센티브와 구성원들이 이를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문화와 결합해야 한다. 두 가지 요소 모두에서 성공한
조직들은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지식을 창출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64

2020 Deloitte Global Human Capital Trends

Acknowledgments
The authors would like to thank Garth Andrus, Raviv Elyashiv, Kathi Enderes, Franz Gilbert, John Hagel,
Julie Hiipakka, Steve Lancaster-Hall, Tiffany McDowell, Sameer Mithal, Craig Muraskin, Ido Namir, and
Maggie Wooll for their contributions to this chapter.

Endnotes
1.

Natalie Steers, “Chris Boorman, Informatica: ‘A tsunami of data is hitting enterprises’,” MYcustomer.com, April
2, 2012.

2.

Statista, “Number of sent and received emails per day worldwide from 2017 to 2023 (in billions),” accessed
February 14, 2020.

3.

Splunk, The state of dark data: Industry leaders reveal the gap between AI’s potential and today’s data reality,
2019.

4.

Rosalie Chan, “Slack says that while its user numbers still lag Microsoft’s, what really matters is that users love
its app a lot,” Business Insider, October 11, 2019.

5.

Seth Patton, “Introducing Project Cortex,” Microsoft, April 11, 2020; SyncedReview, “Microsoft Ignite 2019:
Project Cortex AI builds enterprise knowledge networks,” Medium, November 8, 2019.

6.

Ibid.

7.

Erica Volini et al., Superteams: Putting AI in the group–Deloitte Global Human Capital Trends, Deloitte Insights,
2020.

8.

Hans Visschers (global head of knowledge management, Philips), interview with the authors, January 15, 2020.

9.

Phil Anderson, “IBM announces new industry-leading NLP features inside Watson Discovery,” IBM, December
4, 2019.

10. Conversations with company executives by colleagues of the authors.
11. Eric Gladstone, “Conceptual knowledge networks,” interstito, April 27, 2017.
12. We defined “knowledge management leaders” as respondents who said that their organizations were effecti
or very effective in all four key knowledge management activities: sharing knowledge, preserving knowledge
creating knowledge, and deriving value from knowledge.
13. Visschers, interview.
14. Conversations with company executives by colleagues of the authors.

65

2020 Deloitte Global Human Capital Trends

66

2020 Deloitte Global Human Capital Trends

재교육을 넘어서(Beyond reskilling)
불확실한 미래를 위한 리질리언스(resilience)에 대한 투자

재교육(Reskilling) 자체는 전략적으로 좋지 않은 선택일 수 있다. 구성원들의 스킬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은
전술적으로 필요하지만, 재교육 자체가 충분한 방법은 아니다. 현재 스킬의 부족 상태는 심각하지만, 투자 규모
또한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성공적인” 재교육에 대한 노력 조차 쓸모 없게
만들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업무의 다이나믹한 특성과 구성원 스스로가 혁신하고자 하는 잠재력 모두를
고려한 구성원 개발의 접근법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조직은 장단기적인 측면에서 구성원의
리질리언스를 구축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이는 조직이 지속적인 변화의 시대에 조직 자체의 리질리언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의 동인

준비도의 차이

조직은 급변하는 스킬 환경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0 Global Human Capital Trends

조직들의 74%가 구성원을 재교육하는 것이 향후
12~18 개월 동안 조직 성공에 매우 중요하거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3%는 향후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오직 10% 만이 이

3 년 이내에 그들 조직의 50-100%에 해당하는
구성원들은 그들의 스킬과 역량을 변화시켜야

트랜드를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응답했다.

한다고 응답했다. 조직이 이러한 폭발적인 변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밀하게
맞추어진 스킬을 적용에 초점을 맞췄었다. 오늘날의

효과적으로 탐색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스킬과 역량에 대한 니즈,

성공은 혁신, 기업가 정신, 또다른 형태의 창의성에

구성원의 개발 니즈에 대한 조직의 대응을 바라보는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비판적인 사고 감성 지능,
협업과 같은 정량화할 수 없는 역량의 중요성도

예전보다 더 커진 기대, 확실한 진전을 위한 부족한
통찰력과 투자 등 조직은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1

증가하고 있다.

직면하고 있다.

상상력의 시대를 활용하기 위해 사업 모델을
적응시켜야 한다는 압박과 함께 조직은 그들의

오늘날, 구성원과 조직이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역량은 과거에 필요로 했던 것과 매우

구성원이 스킬과 역량을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다르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경제 생산의 시대에서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압박에 직면해 있다.
설문 응답자의 73%는 조직을 구성원 개발의

상상의 시대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경영 성공을 위해 대규모로 제품을 효율적으로

첫번째 주체로 인지하고 있으며, 이는 구성원
자신의 책임보다 우선시 되는 것이며, 교육 기관,
정부, 전문 협회, 노조보다도 훨씬 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림 1). 이러한

67

2020 Deloitte Global Human Capital Trends

기대를 비추어 볼 때, 조직이 구성원의 직무를
자동화 한 후, 구성원을 구조조정 할 때 상당한
반발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또한 구성원의 장기
2

고용 가능성 을 제시하기 위한 면밀한 조사와
사회적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스킬과 역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이 더 많이 노력할 것이라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본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대부분의
조직들은 이러한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4%의
응답자는 구성원이 새로운 수요에 부합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해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38%의 응답자는 구성원의
개발 니즈와 우선 순위를 파악하는 것이 구성원
개발의 매우 큰 장애물이라고 응답했다. 업무가
점점 더 역동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스킬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스킬의 제한된 사용과
수명을 정의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놀랍지 않게, 단 17%의 응답자 만이 자신의 조직이
3 년 내에 조직이 필요로 하는 스킬을 예측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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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핑 포인트
3

4

5

작년, 스킬 경쟁은 경영 과제와 사회적 기대로 인해 주목을 받고 있다. Deloitte , Accenture , IBM ,
6
7
8
JPMorgan Chase , PricewaterhouseCoopers , SAP 는 2019 년의 주요 과제로 구성원 교육 투자를
발표했다.
아마도 이러한 노력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Amazon 이 2025 년까지 미국 내 구성원 10 만 명의 스킬
강화를 위한 7 억 달러의 공약일 것이다. 다양한 직군, 기술 그룹,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기회를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구성원들의 리질리언스를 구축하기 위한 Amazon 의 지속적인 약속을 반영한다.
Amazon Technical Academy, Associate2Tech, Machine Learning University 를 포함한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새로운 기술의 이론과 적용 관점에서 현재의 구성원들을 도와주고, 새로운 요구를 받고
있는 업무의 기술적 스킬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Amazon 은 구성원이 지역 사회에서
인접 또는 관련된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회사는 수요가 많은 직업으로 전직하려는
풀필먼트 센터 구성원들을 지원하는 선불 교육 프로그램인 Career Choice 를 제공하고 있다. 2012 년부터
25,000 명의 구성원들이 항공기 정비, 컴퓨터 보조 설계, Machine Tool 기술, 의료 실험 기술, 간호 및
기타 분야로 새로운 경력으로 전환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활용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Amazon
구성원들은 즉각적인 급여 인상을 적용 받고, 수입과 경력 이동 측면에서 장기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Career Choice 프로그램은 또한 새로운 경력 경로 소개, 지역 내 수요가 많은 직무의 인재 파이프라인 구축,
지역 사업의 성장, 가계 수입 증가, 지역 커뮤니티의 평균 임금 상승 등을 통하여 광범위한 생태계의 발전에
9
기여하고 있다.

조직이 구성원의 개발 우선 순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얻는다고 하더라고, 설문조사에

스킬과 역량의 확보는 계획대로 실행되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따르면, 많은 조직들이 필요한 투자의 어려움이라는
또다른 장애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84%의 응답자는 평생 학습을 통해
구성원에 대한 지속적인 혁신이 그들의 개발 전략에

우리의 2020 견해

매우 중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단
16%의 응답자만이 그들의 조직이 향후 3 년 동안

조직은 급변하는 경영과 스킬 환경에서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까? 본 보고서는 구성원과

이 분야에 상당한 투자 증가를 할 것이라고

조직의 리질리언스(resilience; 탄력적 대응력)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으로, 단기에 필요로 하는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실제로 68%의 응답자는
그들의 조직은 재교육이 필요한 부분에만 일부

스킬을 구성원들에게 재교육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투자를 하거나, 가장 재교육이 필요한 영역 중의

적용할 수 있는 툴과 전략 등 구성원 개발을 다루는
방법론을 제시한다. 리질리언스 관점으로 보면,

하나인 AI 와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투자도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또한 32%의 응답자는 투자

구성원의 직업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시각에서

부족이 구성원 개발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오늘날의 급변하는 인력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스킬을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응답했다.

구성원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온다는 재창조의

이러한 조사 결과를 고려할 때, 75%의 응답자가

변화가 이루어 지고 있다.

예상하듯이 현재 구성원의 재교육을 통한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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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Human Capital Trends 에서 본 재교육의 변화
지난 10 년의 초반 시기에 초점을 맞추었던 인력 개발은 지속적인 파괴적 혁신의 시대에 생존하기 위하여
경영 상 피할 수 없는 주요 과제로 발전해 왔다. 2013 년 보고서에서, 얼마나 인재 관리의 범위
(pendulum)가 채용에서 개발까지 움직이는지에 대해 기술했다. “인재 개발 전쟁”이라는 장에서 글로벌
인재 부족, 이직 비용의 상승, 평생 개발에 대한 구성원의 니즈가 어떻게 조직이 인재 네트워크를 설계하고,
구성원 개발을 계획하고, 학습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리더를 육성해야 하는지에 어떤 중점을 두었는지를
기술했다. 2014 년 보고서에서는 75%의 응답자가 구성원 역량에 대해 긴급하거나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15%만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응답하면서 구성원 역량이 점점 더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구성원
역량에 대한 탐구”에서 조직이 모든 레벨에서 예상되는 역량 격차를 조사하고 “한번 하고 끝”인 연례행사가
아닌 시스템적인 지속적인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구성원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조직은 글로벌 스킬
공급망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서에서 제시했다. 2015 년과 2016 년 보고서에서는
학습이 구성원들이 필요한 스킬을 필수적으로 얻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임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 주제를
재확인을 하였다. 2017 년에는 스킬의 반감기(the declining half-life)가 재교육의 10 년 후반기를
정의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경력과 학습: 실시간, 항상” 장에서 경력 기간과 스킬의
반감기의 동시 증가로 인해 “경력 개념의 핵심이 흔들리고 있다” 라고 기술했다. 직업의 기간과 다이나믹한
변화 사이의 이분법적인 논의는 지속적으로 정교해 지면서 올해에는 다음의 핵심 질문을 제기하였다.
조직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조직 자신과 구성원의 리질리언스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

구성원의 재창조에 대한 투자는 재교육된 구성원이

향상과 몰입 유도)를 어떻게 도출해야 하는지,

이직할 것이라고 걱정하는 조직의 리더에게는

어떻게(how) 조직이 학습(업무 프로세스, 보상에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효율적인 사회적 기업에게 성공 열쇠는

의한 동기부여)될 수 있는지, 그들이 배운 내용을
어디(where)에 적용해야 하는지(조직 내/외부에

이를 가능하게 하는 구성원의 역량 및 생존력을

존재하는 미래 기회)을 보여준다.

내/외부 생태계의 새로운 구성원과 조직 구성원에게
어필하는 매력도라고 인식하고 있다. 구성원이 더
리질리언스하게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조직은
조직 내 인재와 새로운 인재들에게 좀 더 유리하고
경쟁할 수 있는 고용주로서 더 매력적인 것도
사실이다.
올해의 Global Human Capital Trends 에 따르면,
조직이 리질리언스를 구축하기 위해 생각의 변화가
필요한 다음의 다섯 가지 영역을 제시했다 (그림 2).
이러한 변화는 직원들이 무엇(what)을 학습해야
하는지(보이지 않는 미래의 문제를 다루는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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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조직의 리질리언스 구축을 돕는 다섯 가지 영역
From
스킬 구축
(building skills)

To

설문조사의 메시지

우리의 견해

역량 구축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스킬 구축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이 주제에
대해서 48%가 그들의 인력운영
전략은 오늘날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스킬을 가진 인재를

끊임없는 파괴적 혁신 환경 속에서
역량에 대한 집중은 조직이 현재와
미래의 니즈에 부합하기 위해 조직의
유연성은 더 좋아질 수 있음. 시간이

채용하는데 있다고 응답한 반면,
52%는 여러 직무와 미래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훌륭한
학습자를 채용하는데 있다고
응답함

지남에 따라 역량은 구성원이
지속적으로 관련이 있는 스킬을 개발할
수 있게 도와주고, 조직이 필요로 하는
구성원 개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줌.
역량에 대한 집중은 기술이 기술적
스킬과 관련된 업무가 자주 일하는
능력을 보여 줌에 따라 점점 더 중요해짐

단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구성원의 “탐구
열정”을 보이지

설문조사 결과, 배우고 성장하고자
하는 구성원의 열정을 명확하게

조직은 구성원이 경영진이 믿는 것보다
더 적응력이 뛰어나고, 많은 사례에서

특수한 인재 스킬
개발
(Developing
specific
workforce skills

않는 미래 문제에
그들을
몰입시키는데
활용

보여줌. 응답자의 54%는 개인이
그들 자신의 개발에 - 그들이
자신의 경력 개발을 주도하는 책임이 있다고 믿고 있음. 그리고
조직은 구성원의 관심 부족이 인재

보듯 시니어 리더보다 파괴적 혁신을
빨리 감지한다는 연구 결과에 주목
해야함. 조직 내/외부에서 새로운 사업
영역을 탐색하고 다른 것들로부터
배우는 것을 통해 구성원은 Top-down

개발의 장애물이 아닌 것을
인지하고 있음. 실제로 구성원의
관심 부족은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장애물로 19%의 응답자만이
그것이 이슈라고 인지함

방식이 아니더라도 그것과의 격차를
인지하고 스스로 혁신할 수 있음

작년 Global Human Capital
Report 에 따르면, 우리는 학습을
조직의 최고 우선 과제로 꼽았음.
올해는 이러한 추세가 계속

연구는 전통적인 강의실 형태의
교육보다 경험을 통한 학습이 학습에
효과적이며, 인재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조직은 구성원의

이어져서 92%의 응답자가 학습을
향후 3~5 년의 우선 과제로
응답하였으며, 61%의 응답자는
그러한 이슈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응답함. 우리는 조직이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가이드와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함

to meet
shortterm
needs)

공식적 훈련 및
전통적인 교육
방법에 집중
(Focusing on
formal training
and traditional
education
methods)

업무 프로세스
학습 지원

필요로 하는 장소와 시간에서
구성원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격차가 발생했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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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산출물
기반의 보상
(Rewarding

역량 개발 기반의
보상

based on work
output)

구성원 개발에 대한 투자 및 보상은
대체로 장기 조직 목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지 않음. 단

조직의 경영 전략에서 지속적인
혁신이 중요해지면서 조직은 구성원이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적응하고,

45%의 응답자만이 그들 조직은
구성원의 스킬과 역량 개발에 대해
보상하고 있다고 응답했음. 더 작은
39%의 응답자는 리더의 팀 내 스킬과
역량을 개발하는 조직 리더에 대해

향상되는데 개인 레벨과 팀 레벨
인센티브를 신설할 필요를 느끼고
있음

보상하고 있다고 응답했음
내부 육성 중심의
인재 준비
(Preparing the

조직과 사회에 주는
혜택을 중시하는
인재 준비

workforce with
an internal
focus)

46%의 응답자는 조직의 목적은
조직이 속한 커뮤니티와 사회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도록

가장 효과적인 조직은 그들의 사업
니즈 뿐만이 아니라, 구성원, 고객,
조직이 운영되고 있는 커뮤니티의

광범위하게 확장하고 있다고 응답함

니즈를 고려하여 구성원의 역량을
구축하는 방법을 활용할 것임. 이것은
특히 구성원의 구성이 계속 변화하고
조직이 전체 생태계의 건전성에 더
의존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됨

Sources: Joseph B. Fuller et al., “Your workforce is more adaptable than you think,” Harvard Business
Review, May-June 2019: pp. 118–26; Caitlin Anderson, “New research shows students learn better when
interacting with classmates,” Minnesota Daily, November 14, 2018; John G. Richardson, “Learning best
through experience,” Journal of Extension 32, no. 2 (August 1994); John Hagel, John Seely Brown, and
Maggie Wooll, “Skills change, but capabilities endure,” Deloitte Insights, August 30, 2019.

실행하는 데 필요한 스킬을 파악하고, 사업과 인재
트렌드(디지털 사업의 성장세와 AI 기술의 영향 등)

사례에서의 교훈

분석에 의한 각 스킬셋의 미래 수요를 예측했다.

모든 조직이 한번에 다섯 가지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몇몇 조직은 벌써 하나 또는

이러한 시도는 Santander 의 구성원이 미래 수요에
필요한 강력한 스킬을 보유하고 있으나, 소통, 지식

여러 분야의 리더로써 조직을 차별화하기 위한

공유, 리질리언스 등과 같은 역량 구축이 요구되고

리질리언스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을 시도하고 있다.
어떤 조직은 스킬 구축에서 역량 구축을 우선시

있음을 발견했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핵심적인 사업
니즈와 연계시키는데 있어서 C-레벨이 프로젝트의

하는 방향으로 그들의 전략을 변화시키고 있다.

챔피언으로서 참여하고 협력하는 것이 성공의

예를 들면, 남미의 제약회사인 Megalabs 는 위험에
대한 감수와 미래의 일에 대한 준비도,

핵심이었다. 이 은행은 upskilling 과 reskilling
계획을 수립하고, 이러한 격차(이동성, 대체 인력,

어질리티(기민성, Agility)와 대응력을 지원하기

일하는 방식)를 줄이기 위한 HR 전반의 전략 과제로

위한 혁신 등의 미래 역량 개발을 위한 리더십
아카데미에 참석하는 기회를 구성원에게

실행하였다. 이러한 역량을 강화시킴으로서
구성원이 좀 더 고객과의 업무 수행을 더 잘 하게

10

제공한다.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은행의 조직문화와 일하는

다른 사례로 Banco Santander 는

11

방식을 변화시키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2025 년에 은행에 필요한 스킬을 파악하기 위해
광범위한 전략적 인력 관리 계획을 수립했다.
미래에 필요한 역할과 직무를 구상하고, 그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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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 Water 는 “파괴적 혁신의 시대”에
적합한 리더로서 필요한 역량 - 혁신, 문제 해결,

마지막으로, 두 조직은 어떻게 리더가 내부 중심의
훈련에서 외부, 생태계 중심의 훈련으로 그들의

생각과 아이디어의 다양성을 활용 - 을 개발하기

방식을 변화했는지 보여주는 사례이다. 미국

위한 리더십 프로그램을 파일럿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은 그들의 일상적인

주택개량/기기 소매업체인 Lowe’s 는 그들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광범위한 생태계의

업무에서 맞닥뜨리는 이슈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건전성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업계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도출해야 하는
요구를 받는다. 지금까지 구성원들은 이 프로그램에

내에 숙련된 무역 전문가의 부족이 심화되면서,
Lowe’s 는 고객 대면 층에 근무하는 구성원들에게

매우 몰입하고 있으며, 여러 미래 지향적인

목공, 배관, 전기, HVAC, 가전제품 수리 분야 등에
12

아이디어와 잠재적인 업무 개선을 이루어 냈다.

대한 견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Lowe’s 의 국가 단위 계약 네트워크를 통해 스킬

다른 조직들은 구성원들의 업무 프로세스를

인증, 교육 코칭 및 지원, 이동 배치 지원 등을 위한

학습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한 실험적인 교육을 하고

교육비를 지원한다. 그리고 또 다른 사례는 캐나다
은행인 RBC 는 은행 자체, 커뮤니티, 사회의 스킬

17

있다. 글로벌 석유화학 회사가 그 예 중의 하나이다.
기존의 조직 내에서 볼 수가 없었던 구성원의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다. 향후 10 년 동안 필요로

스킬을 표출시키고 개발할 수 있는 내부 저장

하는 경력에 적합한 스킬과 역량을 갖추지 못한
4 백만 명의 캐나다 인력이 조직 구성원으로 진입할

공간을 개발했다. 이 공간은 기존 스킬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활동에 그들의 일정 시간을 활용할 수

것이라는 연구 결과에 따라, RBC 는 젊은

있게 하고, 특정 관심 분야의 스킬을 개발할 수

구성원들에게 경력에 연관된 스킬을 인지하고 경력
옵션을 개인화하여 제공하며, 직업의 수요와

있도록 구성원들을 조직 전체의 프로젝트와
연결시킨다. 파일럿 그룹에서 구성원들의 반응은

성장세, 자동화 영향, 잠재 수입 등의 통합 데이터를

매우 긍정적이었으며, 그들의 일상 업무에서

가이드하는 “Upskill” 이라는 경력 툴을 갖추었다.

다양성을 원하는 낮은 직급의 구성원들이 특히 더
13

선호했다.

조직은 다양한 방법으로 구성원의 역량 향상을

방향전환의 시각

보상해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Guild Education 은
구성원에게 OJT 를 통해 학위 또는 인증을 취득하는

우리는 현재의 스킬 수요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경력개발 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Guild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규정한 다음, 조직의

Education 은 고용주들을 교육기관 네트워크에
연결시켜서 구성원이 비영리 공인 대학으로부터

요구가 변경되면 이 과정을 반복하는 재교육에 대한
현재의 좁은 접근 방식은 조직에 문제가 있을 수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구성원들이 단기적으로 필요한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것은 트레이닝을
이수한 구성원이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국가

스킬에 대한 투자 뿐만 아니라, 일의 부분과 조직의
확대된 생태계의 다이나믹한 관계를 수용하는

자격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현재의 직무에서 좀

구성원들의 장기적 관점의 리질리언스에 대한 투자

더 성공적이 될 수 있도록 돕는다. Walmart 에서 한
해 동안 6,000 명의 구성원이 5 십만 달러 이하의

체계는 장기적 관점의 조직의 리질리언스 구축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변화하는 세계에서, 구성원

교육비로 총 17.5 백만 달러의 가치에 상응하는

자신이 혁신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구성원들이

14

대학 학점을 취득했다. Guild 는 1 달러의 투자 당
15
2.44 달러의 보상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재와 미래의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조직에 지속 가능한 경로를 제공하는

Chipotle 에서 Guild 의 교육에 참가한 구성원들은

것이다.

90% 이상의 높은 인력 유지율을 보였으며, 더 많은
16

구성원들이 승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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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의 수수께끼(The compensation conundrum)
보다 인간 중심 접근 원칙

업무 성격의 급격한 변화는 보상 전략 및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수요와 변화 니즈의 증가로 연결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많은 조직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끊임없는 보상의 검토, 개선, 적용의 사이클에 갇혀 있다.
불확실성에 직면하여 좀 더 전략적인 실행을 위해서, 조직은 인재 유인과 유지 측면의 보상 관점으로서 “현물
시장”으로만이 아닌 업무 방식의 변화, 구성원의 혁신하는 기대 수준, 조직이 좀 더 사회 기업으로서 확장된
역할을 해야 하는 등, 오늘날 업무 환경의 가장 큰 변화를 관리할 수 있는 레버로서 보상 그 이면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조직은 새로운 업무 세계에서 시간의 실험을 견딜 수 있도록 보상 전략이
작용할 수 있는 인간 중심 원칙의 핵심에 집중해야 한다.

현재의 동인

준비도의 차이

보상 - 급여와 임금 - 은 조직의 총 비용의 최대 70%를

69%의 조직은 보상 기대와 전략의 변화하는 속성은

1

차지할 정도로 총 인건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향후 12~18 개월에서 그들의 성공에 매우

2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아직도 많은 조직들은
어떻게 이 중대한 지출 영역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중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단지
9%만이 이러한 트렌드에 매우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지 호기심 속에서 불확실하게 생각하고 있다.

응답했다.

2020 Global Human Capital Trends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그들의 조직이 보상을

무엇이 보상의 최고 접근법인지에 대한 불확실성과
긍정적인 답변의 부재는 보상 전략이 대응해야 하는

재설계하는 중이거나, 지난 3 년 이내에 보상 전략을
변경했다고 응답했다 (그림 1). 이에 더하여, 64%의
응답자는 그들의 조직이 올해 또는 향후 3 년 이내에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서는 놀랍지 않은 현상이다.
업무와 직무의 급격한 변화가 바로 변화의
시작이다. 개인 스킬의 “반감기”가 줄어드는 데다가,

보상을 다시 재설계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업무가 인간과 로봇, AI 를 통합한 형태로 재설계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최근
High-Impact Rewards 연구에서 경영진의 보상에

됨에 따라 전반적인 역할도 변화하고 있다. World
Economic Forum 은 글로벌 인력에 요구되는

대하여 전반적인 불만족을 확인했다. 즉, NPS(Net

42%의 스킬이 2018 년과 2022 년 사이에 변화될

Promoter Score)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낮은
마이너스 15 수준이며, 우리 연구진이 이전에 수행한

것이며, 2022 년까지 모든 구성원의 54%가
Reskilling 과 Upskilling 이 필요할 것이라고

연구 중 HR 관련 제도 중 마이너스 60 수준의
성과관리 제도 다음으로 두 번째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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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망하고 있다. 우리의 2018 년 노동 직업 고용

보여준다. 스웨덴의 조직 구성원에 대한 한

통계 설문조사 분석에 따르면 미래의 업무에서 산업

연구에서는 공정한 대우가 더 높은 동기부여 효과가

전반의 절반 또는 3 분의 2 의 직무들은 혁신될

있고 더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선택을 하게 해
9
준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미국의 또 다른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에서는 보상 불평등을 경험한 여성은
또 다른 큰 변화는 보상 실행과 관련해서 조직에

우울증으로 고통받을 확률이 2 배, 일반적인
불안으로 고통받을 확률이 4 배에 이른다고

가해지는 더 큰 투명성에 대한 요구이다. 영국에서
조직 구성원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56%의

10

기술하고 있다.

구성원이 그들의 소득 수준과 세금 신고 정보를
5

공개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대서양 건너,
주요 라이드셰어링 회사의 운전자들이 보상 투명성

이러한 도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직은
데이터와 벤치마킹 뿐만 아니라 보상이 단순한

6

개선을 위해 미국 전역에서 파업을 했다. 이러한

숫자의 조합 이상의 무엇 - 조직이 개인의 가치를

투명성에 대한 더 강한 요구는 조직 입장에서
보상이 효과가 있는지와 누구에게 보상을 했는지에

어떻게 평가하는지, 개인이 조직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 을 반영하는 원칙을 반영한 새로운

대한 질문들에 답변할 책임이 더 커졌음을

방식이 필요하다. 조직이 보상 전략과 프로세스,

의미한다.

프로그램 - 급여와 임금의 총 비용 - 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을 쓰는지 고려하여, 원하는 효과를

보상 공정성은 사회적 기업 시대에 또다른 중요한

발생시키기 위해 인간적인 요소를 전면에 내세우는

7

도전이다. 보상 격차가 커지면서 , 외부

중대한 결정을 반영하여 보상제도를 변화시켜야

이해관계자는 보상을 제로화하고, 일부 조직은
8
생계비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보상은 또한 잠재적

한다.

직장 편향을 해결하고 다양성에 기반한 성과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야 한다. 새로운
연구는 보상 공정성의 인식, 고용 브랜드, 구성원
몰입, 웰빙 간에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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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우리의 견해
보상, 성과급, 복리후생 등 보상 패키지의 지속적인
재구성과 조정이라는 보상 수수께끼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2020 년과 그 이후에 경영 리더와
구성원들은 변화하는 직무, 일자리, 스킬, 기대치와
가치에 대응하는 보상의 혁신 기회를 가져야 한다.
보상 혁신의 시작점으로, 우리는 작년 Global Human
Capital Trends 에서 제시한 다음의 다섯 가지 원칙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목적과 의미, 투명성과
개방성, 윤리와 공정성, 성장과 열정, 협력과 인간
관계.
이러한 원칙과 관련한 보상에 대한 조직의 접근
방법을 평가하는 데 올해 설문조사 데이터가
활용되었다. 본 데이터에서 발견된 부분은 오늘날
어떻게 보상이 설계 되는지와 실행 되는지 간에
차이가 분석되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새로운 업무의
시대와 보상을 연계시키는 조직의 능력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해석된다.
조직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상호이익적이며, 조직이 구성원들에게 의미있는

이러한 실행 방안은 직무가 변화하고 일의 변화가

방식으로 보상을 하며, 그 의미를 정량화할 수 있는
가치로 전환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다섯

발생함에 따른 끊임없는 보상 재설계의 사이클을
끊고 보상 전략이 정착할 수 있는 지속적인 기반을

가지의 원칙들이 각각 연계가 될 수 있는 실행

조직에 제공한다.

방안을 제안했다 (그림 2).

Global Human Capital Trends 에서 본 보상의 변화
보상과 성과관리 사이의 이슈는 HR 및 조직 리더에게는 영원한 도전이다. 2014 년의 “성과관리의 균열”과
2015 년의 “성과관리: 비밀 요소”는 조직이 성과관리와 보상과의 연관 관계를 분리하고, 보상은 구성원의
스킬, 고객이 바라보는 가치, 실제 시장 상황에 기반하고, 코칭과 개선에 집중하는 성과관리를 제안했었다.
이러한 제안에도 불구하고, 2018 년에 “새로운 보상: 개인화, 애자일, 전체 관점”에서 기술 했듯이 조직의
보상은 일반적으로 “과거 방식”을 유지하고 있었다. 2019 년는 “보상: 격차 해소”에서 리더가 보상을 구성원과
지속적인 관계의 맥락으로 바라보기를 권유하면서 현재 보상 방식과 내/외부 기대 수준과의 지속적인 격차를
강조했다. 보상을 필수적인 인간 행위로 바라보는 이 관점은 사회적 기업의 다섯 가지 인간 중심의 설계
원칙의 관점에서 보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올해의 토론으로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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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조직은 조직 목표가 변화하는 가운데 보상과 연계하기 위해 인간 중심 설계 원칙을 적용한다
실행 방안

설문조사의 메시지

우리의 견해

87%의 응답자는 구성원 개인의 기여는 매우
중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단
57%의 응답자만 그들의 조직은 그것을

올해의 가장 중요한 트렌드 중 하나로, 보상
전략이 구성원 개인의 기여 평가에 효과적이어야
하는 것은 필수적임. 기여 - 만족과 연결과 관련이

측정하는데 매우 효과적이거나,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음. 이것은 조직과 연관된 다른 이슈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격차임

있는 - 는 소속감을 확립하고, 궁극적으로 개인을
조직의 목표에 연계시켜 줌

목적과 의미 (Purpose and Meaning)
구성원 기여 가치

투명성과 개방성 (Transparency Openness)
쌍방형 Input 가능

58%의 응답자는 구성원이 조직의 보상 전략에
아무 Input 을 줄 수 없다고 응답했으며, 24%의
응답자는 구성원의 Input 은 전혀 없다고
응답함

조직의 평판과 브랜드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전통적으로 개인
정보로 가지고 있던 정보를 공유하는 세계에서
정보 공유의 투명성 뿐만 아니라 영향을 받는
개인으로부터 공개 피드백을 허용하는
프로세스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함

윤리와 공정성 (Ethics and Fairness)
책임의 확대와
변화에 대한 보상

46%의 응답자는 직무의 변화와 보상의 변화가
연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단 22%의
응답자만이 자동화 및 AI 의 증가가 그들의 보상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Top 3 요소 중 하나라고
응답함

자동화와 AI 에 의한 직무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공정성은 구성원 개인의 역할과 책임의 변화로
인해 개인의 급여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기반으로 공정성을 평가할 수 있음. 이것은 직무
변화 평가와 보상을 동시에 자주 평가하기 위한
좀 더 신속한 프로세스를 요구함

절차적, 분배적
공정성 적용

응답자는 급여의 공정성은 미래의 업무와 연관된
두번째로 중요한 윤리적 관심사항으로
인식했으며, 그 다음으로 개인 정보의 유지와
구성원 데이터 통제로 인식함

기술은 업무에 윤리에 대한 증가된 관심을 불러
왔음: 윤리라는 주제가 미래 업무의 논의에
지속적으로 퍼져 나감에 따라, 조직은 어떻게
보상을 적용할 것인지(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지속적인 방법론을 보유하는 것과 모든 구성원
집단을 통틀어서 업무의 성과가 지속적으로
보상이 되는 프로세스(분배적 공정성)를
보유하는 것이 중요함

생계비 지원

10% 미만의 응답자가 보상의 공정성은 구성원의
최우선 과제인 생계비와 연계된다고 믿고 있음.

사회적 기업이 자리를 잡으면서, 조직은
이해관계자의 가치에 대한 부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응답자의 믿음과 광범위한 이해관계자가
생각하는 것 간에 심각한 격차가 있음이 나타냄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도 평가됨.
구성원이 포함된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집단은
모든 구성원에게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생계
기준이 보상으로 제공되는지에 더 관심을 갖음

성장과 열정 (Growth and Passion)
스킬 습득과 개발에
대한 급여

43%의 응답자는 보상과 복리후생, 스킬 개발을
분리하여 보고 평가함. 단 45%의 응답자만이
구성원들은 새로운 스킬 개발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고 응답함

최소 절반의 구성원이 Reskill 과 Upskill 을 요구
받고 있는 세계에서, 조직은 그들이 구성원의
스킬 개발 - 미래 사업 전략 성공의 잠재적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심각한 이슈 중의 하나인 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파트너가 되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큰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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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적 행동에
대한 인센티브

84%의 응답자가 문제 해결, 소통, 창의력 등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그들의 인재 개발 전략에

일에서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얻는 것은
구성원이 미래에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지와

매우 중요하다 또는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단
34%의 응답자만이 기업가적 행동에 보상을
한다고 응답함

기업가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할
자유와 인센티브를 가질 때 가능함

협력과 인간 관계 (Collaboration and Personal Relationships)
팀 레벨의 보상

단 37%의 응답자만이 그들의 보상 전략에 팀
레벨의 보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함. 단
39%의 응답자만이 그들의 팀의 스킬을 개발한
리더에게 보상한다고 응답함

오늘날 대부분의 조직에서 팀 단위로 수행하는
업무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팀 레벨의
목표를 수립하고, 동기부여하며, 개발하고
보상하는 것이 실제로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와 연계하는 행동을 인센티브로
보상하는 것이 중요함

이러한 원칙들을 고려하여, 조직은 현재 실행하는
보상 정책이 구성원 니즈에 적합한지, 구성원의

또 다른 사례로 Unilever 는 글로벌 보상 전략의 핵심
요소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명시했다. 이 회사는

개발과 시장 경쟁력 등의 목표 지원에 효과적인지,

2015 년에 감사와 벤치마킹, 성과 목표를 설정하기

광범위한 사회적 규범과 기대에 지속 가능한지를
평가할 수 있다. 기대하는 최종 결과는 보다 투명한

위한 강력한 프로세스를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하며
지속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게 보상하는 “공정한 보상

세상에서 이해관계자의 니즈와 기대를

프레임워크”를 개발했다. 2017 년에는 이

충족시키면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조직

프레임워크 기반 글로벌 감사를 통해 37 개국의
7,252 구성원이 프레임워크에 규정된 생계비보다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상 전략이다.

낮게 지급받는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 회사는 즉시
조치하여 2018 년 말까지 이 숫자를 16 개국 611
구성원으로 대폭 줄였다.12

사례에서의 교훈

몇몇 조직들은 협업에 중점을 둔 프로세스로

몇 가지 사례들을 보면 몇 기업들이 어떻게 인간

투명성과 개발성을 강화하고 있다. 영국에 본사를 둔
금융사인 GrantTree 는 구성원이 반복적인 협업

중심의 설계 원칙을 보상에 적용하였는지를
보여준다. 하나의 사례는 일본에서 파트타임
구성원과 풀타임 구성원의 임금, 복리후생, 경험을

프로세스를 통해 자신의 급여를 설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구성원들은 비슷한 포지션, 자신의 성과와
성장, 회사가 지불 가능한 금액 등의 정보를 직접

동일하게 하려는 IKEA 의 노력에서 발견할 수 있다.
예전에는 현지 규제에 따라 파트타임 구성원과
풀타임 구성원은 다른 보상 및 복리후생 구조를

입수하여 그들의 급여를 제안하는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이들 동료들은 이 제안을 검토하고, 질문하고,
피드백을 제공한 뒤, 구성원이 급여 레벨을 선택한다.

가져야 했고, 구성원의 대부분이 파트타임으로서
IKEA 운영 상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IKEA 는
일본 정부를 참여시켜 모든 일본 근로자는 동등한

구성원들이 가장 높게 받을 수 있는 보상을 선택할
것으로 기대할 될 수 있지만, 적어도 2 명의
GrantTree 구성원들은 그들의 역할이 바뀌 뒤,

복리후생을 적용 받는 획기적 법제화를 이끌어서
파트타임 근로자의 법적 상태와 권리를 향상시켰다.
새로운 법안의 지속적인 변화 결과, IKEA 는 인재

자발적으로 그들의 급여를 삭감했다.13

이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고 Employer of
Choice 로서 선정 받았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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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voting ahead
조직은 변화하는 인재와 경영 과제를 보상과
연계하기 위한 노력으로 그들의 보상 전략을
조정하고 재조정하는 지속적인 사이클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많은 조직들이 오늘날 그들이 직면한
도전에 대응하는 지속적인 원칙 하에 전략의 기반
없는 일시적인 대응을 위해 보상을 재설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 트렌드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보상을 설계하는 것은 불확실한 환경에서
조직을 바른 길로 안내하고 대담하고 효율적인 미래
지향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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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전략 관리(Governing workforce strategies)
더 나은 결과를 위한 새로운 질문

인력 전략과 운영이 지난 10 여년 동안 발전해 왔으나, 많은 인력 지표와 거버넌스는 이에 보조를 맞추지 못
했다. 오늘날, 만약 리더들이 현재 급변하는 경영 환경으로 인한 문제를 예측하고 해결하는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관점을 얻고자 하다면, 인적 자본을 형성하는 모든 트렌드에 대한 미래적 통찰이 가능한 새로운 지표가
필요할 것이다. 조직들은 미래의 직무, 노동력, 직장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인적 자본의 핵심
리스크와 기회에 대한 대담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있는 실행 가능한 인력 지표를 찾기 위해 기본적으로
새로운 질문들을 던져야 한다.

현재의 동인

준비도의 차이

새로운 인력에 대한 통찰의 수요는 새롭게 높아지고

71%의 조직들은 변화하는 인재 전략 관리가 향후
12~18 개월 내에 그들의 성공에 매우 중요하거나,

있으며, 거의 보편적이 되었다. 올해 Global Human
Capital Trends 설문조사의 97% 응답자는 이들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단지 8%만이 이러한

인력의 어떤 측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정보가

트렌드에 매우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응답했다.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2011 년 이후부터 인적 분석의
실행이 이슈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56%의
응답자만이 올해 설문조사에서 그들의 조직은 과거

인력에 대한 더 깊은 통찰력을 얻고자 하는 시도는
종종 높은 레벨에서 시작한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10 년 사이에 중간 정도 또는 상당한 진전을 보인
것으로 응답했다. 그리고 83%의 응답자는 구성원의

응답자의 절반 이상(53%)이 그들 리더들의 인력

상태에 대한 정보를 생성한다고 응답한 반면, 단

정보에 대한 관심이 과거 18 개월보다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더 나은 인력 지표에 대한 니즈는 명확한

11%의 조직들만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생성한다고
했고 43%의 조직들은 정보를 임시로 생성하거나

경영 우선순위에 대한 새로운 니즈를 충족시킬 수

전혀 생성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있는 인재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정보로서 주로
미래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요구에 걸쳐 있다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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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내/외부의 여러 요인으로 인해 이러한 니즈는

이러한 내부 불확실성은 또한 외부의 압력과

급증하고 있다. 많은 조직들 내에서 미래에 대한

일치되고 있다. 인적 자본 중심의 문제 - 문화,
포용성, 리더십 행동, 구성원에 대한 대우 등 - 가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성의
핵심 동인은 기술과 경제 변화로 인해 스킬이 더

점점 더 드러남에 따라 조직 브랜드와 재무 가치에

이상 쓸모가 없게 되는 빠른 속도이다. 스킬의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다. 작년 한
해에만 리더십과 조직문화와 관련된 이슈로 수십억

“반감기”가 감소함에 따라, 인력에 대한 다이나믹한
시각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불확실성의 또 다른

달러의 가치가 사라졌다. 이러한 종류의 이슈를

원인은 팀의 성격과 구성이 변하고 있는 속도이다.

후행 지표에 의존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투자자, 이사회, 경영진은 수면 아래에서

조직이 팀에 기술을 결합하여 업무를 재설계하기
시작하고, 조직은 기술과 개발 니즈 측면에서

증가하는 리스크를 측정하고 리스크로부터 보호해

팀리더들과 팀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해야

줄 수 있는 선행 지표를 찾고 있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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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심층적인 통찰에 대한 요구에 의해 일부 규제
기관들은 조직의 인적 자본 상태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조직들은 직원 수와 보상 이외에 그들의 인적 자본
운영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는
더 많은 인적 자본과 관련한 정보를 통합하기 위해
현재의 경영 공개 요구 조건에 대해 개정안을
1

처리하고 있다. 인적 자본에 대한 측정 및 보고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회사는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의(Sustainability
Accounting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SASB) 표준과 같은 선진
프레임워크를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가
증가함에 따라, 조직들은 지금과 같은 파괴적
혁신의 시대에 인적 자본을 관리할 수 있는 지표를
업데이트 해야 한다.

티핑 포인트
작년에, 두 가지의 핵심 규제 조치가 조직의 인적 자본 제도에 대해 좀 더 나은 정보의 수요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SEC 는 공공기업이 인재 유지율, 퇴사율, 생산성,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 교육훈련비 등에 대한
광범위한 인적 자본 정보를 보고해야 하는 현대화된 S-K 규제 모델화를 제안했다. 그리고 SASB 재단은 77 개
산업 내 SASB 섹터에 걸쳐 노동 관행, 구성원 건강과 안전, 구성원 몰입, 다양성, 포용성 등 재정적으로 중요한
인적 자본 이슈의 발생률을 평가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 SASB 는 산업 별로 이러한 주제를
평가할 수 있도록 인적 자본 관리 이슈와 연관된 재정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식별할 수 있는 시장 정보와 증거
기반의 프레임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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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2020 견해

계획, 재교육 현황 등 - 는 미래의 업무에서 조직의
성공에 핵심적인 영역들이다. 이것은 많은 조직들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들의 대다수가

가장 효과적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데이터

수집하고 있는 인력 정보로서 인원 수/채용/이직
현황, 인건비와 인력 구성의 세 가지 영역만으로

수집에 제대로 노력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나타났다 (그림 2). 반면, 응답자들이 인력 정보로
수집하기 어려운 정보 - 고용 브랜드, 새로운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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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Human Capital Trends 에서 본 인력 지표의 변화
인적 자본의 예측적 견해를 개발하는 것은 지난 10 년 동안의 모멘텀에 의해 얻어지는 인력 분석의 혁신의
다음 단계이다. 2011 년 우리의 첫 보고서는 데이터와 분석을 사용하지 않는 조직이 인력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조직은 “인력 운영의 의사결정에서 본능, 직감, 부족한 지혜를
넘어서서 움직여야 할 것” 이라고 제안했다. 2012 년의 “모퉁이 돌아보기”와 2013 년의 “경제학자처럼
생각하기,” 2014 년의 “인재 분석의 실무” 보고서들은 인력 분석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때때로 조직의
중단되는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왔다. 또한 2015 년에 “인력 데이터는 어디에나 존재한다” 에서
기술한 것처럼, 이러한 역량 개발은 내/외부 조직 데이터의 가능성을 증강시키기 위해 시작되었다.
2018 년까지 인력 분석에 있어서 조직의 복잡성 증가는 그들의 데이터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인력 데이터: 얼마나 거리가 먼가?”에서 구성원 데이터와 분석의 확장과 관련하여 윤리와 안정감 문제를
무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구독자들에게 경종을 울려야 했다. 그러나 우리가 올해 이 장에서 논의
하였듯이 인력 데이터는 조직이 올바른 전략적 질문을 하지 않으면 조직에서는 얻을 것이 없을 것이다.
오늘의 조직들의 과제는 불확실한 세계에서 리더가 가야할 길을 알려 줄 수 있는 새로운 질문과 인력 지표를
찾는 것이다.

발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많은 설문
응답자들은 가장 큰 장애물이 기술이라고 믿고

핵심 이슈는 실제로 기술이 아니라, 예측 능력과
창의성이다. 많은 조직들은 구시대적인 사고 방식,

있다. 52%는 데이터를 생성하는 시스템 부재가

오랜 세월 동안 사용해 왔던 동일한 오래된 지표를

그들이 인력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막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이

재활용함으로써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도전적인
과제는 데이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전략적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130 개 이상의

질문을 찾는 것이다.

공급업체가 외부에서 가능한 HR 데이터를 제공하고
2
있고, 기술은 조직이 예전에 비해 더 많은 인력

21 세기 인력 전략을 관리하고 가이드하기 위한
지표를 찾기 위하여, 과거의 단순히 완벽한

정보를 모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다. 고용 브랜드를

보고서가 아니라, 조직들은 어떤 질문들이 이들을

더 잘 이해하기 원하는 조직들은 구성원 평가
데이터 추출, 채용과 퇴직 트렌드 분석, 잠재적인

미래로 효율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림 3 에 이러한 종류의 질문들의 예시를

편견에 대한 외부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언어 평가
등을 포함하는 기술을 통해 새로운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조직의 인력 계획(Initiative) 효과성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불확실한 문제에 맞닥뜨렸을

파악하고 싶은 조직들은 인력 연결을 이해할 수

리더가 직접 답을 할 수 있는 종류의 것들이다.

때,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통찰력을 주어서

있는 새로운 조직 네트워크 분석 툴과 구성원
태도를 이해할 수 있는 정서 분석 툴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들은 오늘날 구성원의
스킬을 기준으로 조직들을 도와 재교육의 효과를
지원할 수 있으며(내부 인재 데이터와 외부에서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보강하여), 조직이 경쟁
우위에 있을 때 그들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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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리더가 미래 요구와 리스크를 예측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질문들
조직이 질문해야 하는 것

대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인력의 흔적: 얼마나 많은 구성원이
우리의 조직에 직간접적인 도움을
어떻게 주고 있는가?

비전통적인 방식으로 수행되는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조직은 구성원과 협력사
이상의 인재의 종합적인 정보를 파악해야 함. 오늘날 어떤 조직은 인력 구성이 점점
더 복잡해지면서 핵심 리스크가 될 수도 있는 정규 직원 수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인력의 사회적 계약: 우리 조직은
모든 유형의 구성원, 협력사, 서비스
제공업체를 어떻게 대우하는가?

조직에 연결된 어느 누구도 조직과 고용 브랜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이슈를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은 리더들이 모든 세그먼트의
인력이 어떻게 대우받고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음

인력 유지 동인: 어떤 구성원이
이탈할 위험이 있는가? 이유는?

구성원 이탈은 전통적으로 퇴직 시 설문조사 또는 비슷한 메커니즘에 의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음. 구성원 트렌드를 보고, 그들이 퇴사하기 전에
질문을 하는 것은 이탈하는 광범위한 이슈를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회사 브랜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도 파악할 수 있음

직무 혁신: 얼마나 자주 어떤 직무가,
어느 정도로 직무가 바뀌는가?

조직 전반의 직무 변화 속도와 정도는 업무에 얼마나 많은 기술이 통합되었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임. 만약 직무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새로운
기술이 사용되지 않았거나, 만약 사용 중인 경우라면, 기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직무를 재구성하지 않았을 수 있음

미래 인력의 준비도: 우리의 인력은
미래의 업무 수행에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우리의 역량, 경험, 스킬
격차는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미래 인력의 준비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찾는 것은 리더들로 하여금 미래의
업무가 어떻게 보일지, 어떤 스킬 믹스가 필요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줌. 이것은 조직이 대체 인재 모델, 장단기 육성에 대한 비용, 더 나은
성과를 위한 업무의 신중한 재설계 등에서 가능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함

격차를 줄일 수 있는가?
미래 리더의 준비도: 리더가 준비해야
하는 새로운 트렌드, 과제,
시나리오는 무엇인가? 우리 리더 중

전통적인 승계 계획 프로세스는 미래 리더의 역할과 조직 구조가 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경향이 있음. 대신에 미래 리더의 어질리티(Agility)와 적응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보는 것이 다양한 가능한 미래에 대한 조직의 준비도를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특성을 가진
리더는 몇 명인가?

측정하는데 도움이 됨

변화 능력과 어질리티(Agility):

조직, 리더, 팀, 구성원은 지속적인 변화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마인드 셋이

리더와 구성원은 지속적인 변화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가?

필요함. 다이나믹하고 지속적인 변화를 위한 방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이것은
하나의 정상적인 상태에서 또다른 정상 상태로 이동하는 것임

내부 Talent market 의 건강도: 내부

외부 인재와 마찬가지로 내부 인재를 시장으로 보는 것은 조직의 적응력, 협업,

Talent market 은 얼마나 건강한가?

이질리티 등을 주요 지표로 제시할 있음. 내부 Talent market 이 더 건전한 조직들은
외부 인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조직에 비해 불확실성에 있어서 더 유리하게 위치함

인재 생태계의 건강도: 우리는 우리의
광범위한 생태계에 접근할 수 있는

생태계는 찾기 어려운 역량을 제공함. 조직이 협력사와 다른 핵심 생태계 파트너와
어떻게 협업하는지를 이해하는 리더는 조직이 경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생태계

역량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

전반의 역량을 조직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는지 평가할 수 있음

의미있는 다양성: 다양한 커뮤니티
출신의 구성원이 조직 내에 영향력을

조직은 종종 그들이 실제로 다양한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다양한
구성원이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정도를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가?

보여주는 지표들은 다양한 사고의 포용을 통한 다양성이 실제로 경쟁 우위를
창출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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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문화 리스크 감지: 구성원 행동과
규범에서 특이점을 가리키는 신호가

대부분의 조직은 나쁜 구성원 행동으로 인한 이벤트를 인지하고 해결할 수 있지만,
더 깊은 근본 원인을 지적하는 신호에 대한 구성원 기반의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거의 없음. 더 좋은 정보로 조직이 나쁜 행동의 근본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함으로써
재발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음

인적 자본 브랜드: 우리의 조직문화,
구성원, 리더십은 외부에 어떻게

오늘날, 데이터는 내부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조직 외부로부터
즉시 사용할 수 있음. 잠재적 이슈를 진단하는데 도움을 주는 이러한 외부 데이터를

묘사되고 있는가?

추적하는 리더들은 조직 인적 자본 브랜드를 긍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음

그리고 나서, 이 회사는 10 분 평가 방식인
“기술지수스캔 (Technology Quotient Scan, TQS)”를

사례에서의 교훈
초기 징후로는 예측 인력 지표를 사용하는 조직이

개발했다. 이 평가 방식은 각 리더의 기술 “핵심

혜택을 얻는 다는 것을 시사한다. 설문조사 에서
인력 이동, 육성 투자와 실적, 새로운 인력 계획, 핵심

부분”을 상세화 하고, 개인화된 육성 방안을
제공하며, 그들의 전문성을 심화할 수 있는 컨텐츠를

역할 등의 이슈에 대하여 나머지 기업 대비 두 배

추천하는 개별적인 보고서가 추출된다. 기업

이상의 보고를 받고 있는 인력 지표를 활용하는 선진
조직들은 또한 그들 구성원들에 영향을 미칠 내/외부

레벨에서 Ageas 는 각 부서와 지역에서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디지털 준비도를 이해하기 위하여 TQS

변화에 대한 예측에도 더 효율적이라고 말할

데이터를 사용한다. 이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데

가능성이 높다 (그림 4).

있어서 어디가 가장 준비되어 있는지 파악할 수

3

있다.4

어떤 사례에서는, 조직들은 구성원의 특수한 면모를
잘 이해할 수 있는 특수 지표를 개발하기도 한다.

조직들은 또한 다양한 소스로부터 제공되는

예를 들면, 다국적 보험사인 Ageas 는 기술 혁신을
리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임원들의 준비도를 측정할

데이터를 결합하여 구성원에 대한 통찰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Lufthansa 에서 인력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을 개발했다. 먼저, 이 회사는

혁신팀은 전통적인 HR 데이터, 미래 인재 데이터,

리더들의 기술 준비도와 능력을 빠르게 평가할 수
있는 기술 준비도 지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였다.

미래 준비의 스킬 데이터를 통합한 인재 준비도인
“Radar”를 개발했다. Radar 는 어떤 직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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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 비상주, 하이브리드 업무, 새로운 계약
형태에 의해 크거나 작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를

이사회, C-레벨이 이해하는데 필요한 구성원 이슈의
범위 등을 포괄하도록 확장되어 왔다. 올해는 그

보여주며, 회사가 미래의 직무 계획과 혁신에 대한

논의의 수준 정도가 다시 한번 더 높아졌다. 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어떤 부서와 기능이
파괴적 혁신을 더 경험하게 될 것인지를 대한 부분을

방식은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예측, 창의성,
조직이 미래지향적이고 실행가능한 인력에 대한

혁신팀에 시각화해서 보여 준다. 수익관리부서에서

통찰력을 개발하기 위해 어떻게 데이터 사용을

성공적으로 수행된 파일럿에서 Lufthansa 는
직무기술서를 미래 수요에 맞게 최적화하고, 구성원

관리해야 하는가를 포함하고 있다. 필수 사항은
명확하다. 오늘날 과감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재교육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본 데이터를
활용했다.5

리더들은 리스크를 예측하고, 전략을 알려주며,
미래의 업무, 인력, 직장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표를 통해 어떤 미래 펼쳐질 지에 대해 이해할

마지막으로, 가장 선진화된 조직들은 인적 자본

필요가 있다.

정보를 새로운 방식으로 보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을
데이터와 분석 전문성에 결합시키고 있다. 선진적인
분석 전문성으로 알려진 Mastercard 는
인재분석팀을 광범위한 조직 역량과 통합하는 것이
새로운 분석 트렌드를 파악하는데 이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를 위해, 이 회사는 인력계획
전략팀과 인재통찰팀, 조직의 다른 부분 간 새로운
파트너십을 개발했다. 하나의 사례로, 인재분석팀은
17,000 개 이상의 성과리뷰 개발 카드를 분석하기
위하여 사내 AI Garage 팀과 협업하였다. 그 결과로
얻은 통찰력은 Mastercard 의 스킬 분류체계에
정보를 제공하고 리더들이 좀 더 선별된 인재 확보 및
Upskill 전략을 가이드하여 다른 구성원
세그먼트에서의 강점과 개발 분야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왔다. 인적 자본 관리에 대해 광범위한 분석
전문성을 활용하는 Mastercard 의 능력은 조직의
인적 자본 “건강도”를 좀 더 잘 이해하고 묘사하는
분석에서 예측 분석과 처방 분석으로 전환함으로써
조직문화 신호에 좀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Mastercard 리더들이 실행을
위한 조직 준비도와 외부 고용 브랜드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6

방향전환의 시각
지난 10 년 동안, HR 데이터와 분석에 대한 논의는
내/외부 데이터, 개인정보보호와 윤리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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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와 미래의 업무(Ethics and the future of work)
“할 수 있는가”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로의 변화

미래의 업무는 빠르게 변화하고, 조직들이 사람과 기술, 대체 인력, 일하는 방식을 통합함에 따라, 리더들은 점점 더
많은 윤리적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도전과제는 인간과 기술의 교차점에서 특히 부각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구성원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윤리 아젠다로서 새로운 질문들이
제기되고 있다. 어떻게 조직들이 인간과 기계를 결합하는지, 새로운 인간과 기계의 업무 조합을 관리하는지,
인간과, 팀, 기계 간의 일하는 관계를 운영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광범위한 혜택을 위해 윤리가 어떻게 관리되는
지와 연계될 것이다. 이러한 이슈를 다루는 조직들은 - “우리가 할 수 있는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고려하기 위하여 그들의 관점을 변화시킨다 -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대담한
선택을 함으로써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현재의 동인

준비도의 차이

윤리적 관심은 업무, 인력, 일하는 공간의 속성이
빠르게 진화함에 따라 오늘날 조직에게 최우선의

75%의 조직들은 미래의 업무와 관련된 윤리는

과제가 되었다. 올해 설문조사의 85% 응답자들은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단지 14%만이

업무의 미래는 윤리적 과제를 증가시킨다고 믿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 27%만이 명확한 정책과 이를

이러한 트렌드에 매우 준비가 되어 있다고

12~18 개월 내에 그들의 성공에 매우 중요하거나,

응답했다.

관리할 수 있는 리더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미래의 업무와 관련된 윤리를
관리하는 것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절반
이상의 응답자들은 오늘날 조직이 직면한 최상위

응답자들에게 미래의 업무와 관련된 윤리의

거나 최상위 이슈 중 하나라고 응답하였으며,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물어봤을 때, 다음의 네 가지
요소들을 최우선 순위로 꼽았다: 법적 및 규제 요구

66%는 3 년 안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사항, 일하는 공간에서 AI 의 빠른 적용, 인력 구성
변화, 외부 이해관계자의 압력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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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들이 인지하는 주요 동인은 법적 그리고 규제

대체하기 위하여 로봇과 AI 를 활용한다고 응답한

요구 사항이다. 기술과 인력 이슈와 관련된 법과
규제가 종종 지연되는 것을 감안할 때 이러한 인식은

반면, 다가오는 “로봇 종말론”의 헤드라인은 세계의
관심과 우려를 불러 일으킨다. 효율성을 높이는

놀라운 결과이다. 물론 유럽 연합 내에서도 이전에

기술을 구현하는 조직은 다른 곳에 전략적 가치를

몇몇 이와 관련된 활동들이 있어 왔다. 2019 년 2 월,
유럽 의회는 “윤리 디자인,” 기술을 장려하는 법

더하기 위하여 구성원을 재배치할 것인가의 여부와
방법, 그리고 해당 직무를 없애기로 결정한다면,

설립을 목적으로, AI 와 로보틱스에 대한 유럽 산업

실직자를 지원하기 위해 조직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책을 구성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또한
미국에서는 2019 년 캘리포니아 주법을 포함하여

결정해야 한다.

1

기술이 업무에 더 많이 적용됨에 따라, 기술의 설계와

일부 주 및 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여기에는

사용 시 공정성과 공평성을 더욱더 고려해야 한다.

고용주체가 긱 워커를 계약근로자가 아닌 직원으로
대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2 그러나 이런 몇 가지
움직임 외에는 정책 변화는 더디게 다가왔다.

조직들은 기술 적용이 차별적 편견을 줄이거나
늘리는지 여부, 구성원 개인정보 보호를 하기 위해

그러나 업무 공간에 AI 의 빠른 도입으로 야기된
윤리에 대한 압박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다. 기술의

투명하고 설명이 가능한지, 그러한 의사결정의
결과에 대하여 인간이 책임을 지기 위한 정책을

확산은 업무의 재정의로 연결되기 때문에 AI 와 다른

수립했는지 등에 대한 질문을 고려해야 한다.3

필요한 절차가 무엇인지, 기술에 의한 의사결정은

기술들은, 미래의 업무와 관련하여 윤리적인 부분은
덕욱 연관되게 된다. 아마도 이 점에서 가장 주목을

미래의 업무에서 윤리의 중요성의 세 번째 동인으로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것은 개인과 조직 간,

받는 이슈는 기술이 업무에 있어서 인간의 역할에

조직과 사회 간 진화하는 사회적 계약에서 유발되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라는 질문이다. 설문조사
결과, 단지 소수의 응답자들만이 구성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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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를 증가시키는 인력 구성의 변화이다. 대체
인력의 증가는 이러한 우려를 유발시키는 가장 큰

업무의 미래에서 윤리의 중요성에 대한 마지막 주요
동인은 조직들은 윤리적 이슈에 대하여 책임감 있게

현상이다. 미국에서 자영업자의 숫자는 올해 4 천

행동을 해야 한다고 고객, 투자자, 기타 외부

2 백만 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며,4 영국에서는 긱
경제에 종사하는 인력이 2016 년 대비 2019 년에 두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압력에 직면해 있다. 심지어
예를 들어 헬스케어, 불평등 심화, 기후 변화 등의

배 이상으로 증가하여 4 백 7 십만명을 기록했다.5

이슈가 경영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Mary Gray 와 Siddarth Suri 의 유령 업무: 어떻게
실로콘밸리를 새로운 글로벌 하위층 형성으로부터

말이다. 조직들은 관련된 우려를 혁신적인 방식으로
설계된 업무를 통해 미래의 업무 관점에서

막을 것인가? 의 최근 연구에서, 자동화와 AI 에 의한

해결하도록 요구 받고 있다.

첨단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많은 인력의
좋지 않은 근무 조건(예를 들면, Data 라벨링, 이미지

흥미로운 것은 단지 12%의 응답자만이 이사회와 C레벨이 미래의 업무에 대한 윤리 문제에 관심을

캡쳐, X 레이 컨텐츠 플래그 지정 등)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노동력”이라고 표현되고 있다.6 이러한
인력 세그멘트의 빠른 증가는 대체 인력의 공정한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는 응답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임금, 건강 보험, 다른 잠재적인 복리후생 등을

대체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요한 이해관계자 그룹인 이사회는 이러한 이슈를

포함하여 관련된 윤리적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대체 인력에 대한 황색 경보
2020 Global Human Capital Trends 설문조사에서 심각한 우려가 드러났다. 대체 인력 세그먼트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들은 이 인력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할 지도 모른다. 25%의
조직들은 대체 인력들에 대한 대우를 최고의 윤리적 관심사로 고려하고 있다. 단 21%의 조직만이 그들의
웰빙 전략에 대체 인력들이 포함된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업무의 변화하는 속성이 보상 전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단 13%의 응답자만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나 규제되지 않는 업무로 성장할 것을
예측하고 있으며, 단 21%만이 대체 인력의 성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올해의 설문조사에서, 향후 10 년 동안, 80%의 응답자는 “AI 와 새로운 고용 모델로 인한 일, 경력, 직무의
급격한 변화”가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단 45%의 응답자만이 그들은 이러한 변화에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응답했으며, 향후 10 년 동안 나타날 수 있는 도전과 관련된 설문조사에서의 다른 이슈에 비해 가장
낮은 준비도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작년 보고서에서, 조직들은 대체 인력의 활용을 거래 관점에서, 중요하고 점차 확대되고 있는 인재 풀의
확보 및 최적화 할 수 있는 전체적 관점의, 전략적 접근 방식으로 변화할 것을 언급했다. 올해 우리는 인재
전략에 중요한 인력의 증가를 간과하지 않을 것을 조직들에게 경고한다. 대체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조직들에게 급변하는 업무와 직무 시장에서 드문 역량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대체 인력에 대한 조직의 접근은 고용 브랜드에 긍정적인(혹은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응답자 5 명 중 1 명은 대체 인력 모델이 향후 12~18 개월 내에 HR 모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것을 고려할 때, 이 부분이 리더들이 좀 더 많은 관심을 집중해야 할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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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발견은 이사회와 리더들은 조직들이 미래의
업무에서 윤리를 우선순위로 고려할 수 있도록
올바른 “최고경영진의 메시지”를 설정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다소 걱정스럽게 보인다.

우리의 2020 견해
이러한 동인들은 이슈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행가능한 아젠다를 제안할 수 있는 미래의 업무와
관련된 여러 세부적인 윤리적 과제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응답자들은 또한 단지 8~19%만이 그들의
조직이 이러한 이슈에 “매우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그들의 조직들이 윤리적 과제를
대응하는데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압도적으로

사용 등 인간과 기술이 전환되는 부분에서, 많은

응답했다 (그림 2).

조직들이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조직의 준비도에 대한 응답자의 관점을 자세히 살펴
보면 흥미로운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조직들은

이러한 차이가 조직들이 기술과 인간성을 그들의
자체 프로그램, 프로세스, 솔루션 등에서 다른 경로로
취급하는 경향이 크다고 본다. 이제 인간과 기계

인간과 기술이 교차하는 윤리적 딜레마 영역을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 짐에 따라, 조직들은 두 개의

처리할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조직들은 개인 정보 보호 및 구성원의
데이터 컨트롤 등 기술 중심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경로를 함께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어떻게
개개인들이 모니터링 되어야 하는지, 그들을

되어 있다고 보고했다.

대신해서 어떻게 의사결정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그들의 직무가 영향 받을 수도 있거나 사라질 수도

다음으로 다가올 이슈는 급여, 지속 가능한 직무의
설계, 대체 인력의 대우 등 분명한 인간과 관련된
부분이다. 그러나, 자동화, AI 의 사용, 알고리즘의

Global Human Capital Trends 에서 본 윤리의 변화
지난 10 년 동안, HR 과 조직 리더들은 미래의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운 윤리적 이슈를 점점 더 많이
해결해 오고 있다. 2011 년 “규제 세계의 선도: 모든 위험은 언제나 존재” 에서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윤리를
탐구하여 조직들이 구성원들에게 윤리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명확한 프로세스와 윤리적 행동 문화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2019 년까지, 37%의 응답자들은 이해관계자와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걱정하였으며, 60%의 응답자는 조직 투명성에 대한 구성원들의 수용도를 걱정하는 등 리더들은
윤리에 대해 훨씬 더 광범위한 관점을 가지게 되었다. 올해 윤리 관련하여 그 주제를 더욱 확대하여,
리더들에게 업무에서 인간과 기술의 교차점과 관련된 모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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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인지 등 인간성과 기술의 교차점에 대한

그림 3 에서 보면, 올해 설문조사에서 윤리적

이러한 질문들은 매우 개인적인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제가 개인적으로 되면, 조직들은 이것을 충족시킬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들이 “최소한 준비해야
하는” 세 가지 영역과 관련된 관점 변화의 힘을

준비가 되어 있게 된다.

보여주고 있다.

윤리적 과제들이 증가함에 따라, 조직들은
의도적이고 대담한 선택을 해야 한다. 그러한
선택들은 단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만 하는가”라는
새로운 윤리적 질문으로 접근하는 관점의 변화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어떻게 팀, 구성원, 기술,
조직을 통합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의 확대와
광범위한 적용을 고려하여, 조직들은 인간과 경영
결과에 미치는 기술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한 기술적
타당성 평가를 넘어서, 미래의 업무에 대한 윤리적
접근 방법을 혁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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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윤리는 자주 인간과 기술의 교차점에서 도전 과제가 된다
윤리는 자주 인간과 기술의 교차점에서 도전 과제가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해야 하는 것…

… 조직 전반에 자동화와 AI 를
적용하는 것으로 인건비를 줄이고,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가?

… 비용 절감에만 초점을 둔 자동화는 거의 대부분 항상 인원 감소로 이어질 것인가?
많은 조직들은 역사적으로 저비용 노동력을 제공받기 위해 의존해 왔던 인구 등
특히 중요할 수 있는 이러한 감축으로 인해 개인 및 사회에 미칠 잠재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자동화는 또한 더 안전하고, 덜 지루하게 만들 수 있음.
구성원의 생계와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자동화를 구현하는
방법이 있는가?

Deeper dive
자동화 시작은 종종 소수에게 불균형하게 영향을 줄 수 있음. 예를 들면, 미국의 노동력 중 여성이 단 47%만이
차지하는데, 이들은 기술에 의해 직업을 잃을 수 있는 고위험 인력이 58%로 구성되어 있음. 히스패닉계 여성은 자동화에
의해 3 명 중 1 명이 직업을 잃을 수 있는 직무 자동화에 가장 높은 위험에 직면해 있음 7
대체 효과를 대비하고, 전환 및 재배치 도전에 집중하는 것은 자동화 전략에서 윤리 및 경영 의사결정의 한 부분이어야 함
개인과 업무 공간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AI 와 데이터 사용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

우리가 해야 하는 것 …

… 센서, 카메라 및 감시 기술
등을 성과와 업무 프로세스를
관찰하고 최적화하기 위하여

… 실시간 비디오 모니터링은 구성원들은 과도한 감독으로 보고,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감시 기술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노력의 목표를 확장하고 이해하는

구성원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데 사용하는가?

것임. 생산성과 구성원의 산출물에만 너무 좁게 집중하는 것인지, 또는 구성원과 업무
프로세스를 인간화하는 데 사용하는가?

Deeper dive
장거리 트럭 운전사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는 운전자는 “수면이 필요할 때에도 의무적으로 휴식을 취하지 않고,
계속 일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낀다”라고 함 8
몇몇 회사는 이미 성과를 최적화하기 위하여 제조, 창고, 콜센터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음. 조직에 대한 핵심 질문은 구성원과 고객, 조직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러한 기술을 어떻게 구현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임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 사용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해야 하는 것…

… 잠재적 지원자를 분석하고,
채용 의사 결정 의견을 작성하고,
인재 확보 프로세스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알고리즘과 머신

… 알고리즘이 더 빠른 채용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사회적 편견을
증폭시키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또한 인간은 일관적이지 않거나, 편견에 의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으므로, 더 좋은
의사결정을 위한 머신을 포함한 다른 것의 도움이 필요함. 우리가 떻게 인간의 강점과

러닝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가?

공정하고 공평한 접근 방식으로 개발된 알고리즘을 결합할 수 있는가?

Deeper dive
Rew Research Center 의 2017 년 연구에 의하면, 미국인들은 컴퓨터가 채용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하여 원하는
사람 1 명 대비 걱정하는 사람이 3 명 꼴로 걱정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됨(67%는 걱정을 하고, 22%는 원함).9
채용에서 AI 를 사용하는 것이 증가하고, AI 기반 인재 확보 툴을 제공하는 스타트업 회사가 생겨나고 있지만,10 일부
연구자들은 알고리즘은 (평가가 아닌) 확률을 제공한다는 것을 사용자에게 교육시킬 필요를 느끼고 있지만, 점수를 매기는
알고리즘을 이해하지 못 하는 것이 함정이다”라는 것을 지적함 11
채용 또는 추천, 진단, 의사결정과 관련된 다른 업무 등에 대한 개발, 성능, 알고리즘의 사용을 관리하는 것은 엄격한
지속적인 리뷰와 통제를 필요로 함.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은 감독과 의사결정을 대신한 책임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 조직들은 머신에 과도하게 의존할 수 없으며,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하여 “Off label”을 사용할 수 없음, 인간과 기계의
결합을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것의 개발, 사용, 리스크를 운영하는 방법은 인간과 기계의 협업이 빠르게 증가하게 됨에
따라 중요한 질문이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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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에서의 교훈

안전한 업무 습관, 라인에서 개인 기여에 대한
피드백과 보상 등이 이에 해당된다. 업무에서 거의

이해관계자는 조직들이 윤리적 질문에 대해

실시간에 가깝게 구성원을 관찰하는 것은 개인 정보

행동하게 끔 만들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

보호를 위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반면에,
Drishti 는 구성원들과 사전에 대화를 하고,

윤리적 선도 조직에서의 설문 응답에서 보면,11
윤리의 중요성 증가는 이사회와 리더들, 법적, 규제의

개인적이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으로서
카메라 앵글과 프로세스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해결하고 있다. 이 회사는 이러한

요구사항, 외부 이해관계자의 압력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고 말한다.

(설득)과정이 완료되었을 때, 구성원들은 대부분
조직들이 대응하는 하나의 방법은 조직 내 윤리적

바로 “그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술과 잠재력의 가치를 이해하고, 참여하며,

의사결정을 하는데 중점을 둔 고위 임원 직책을 두는

즐겼다.”라고 설명했다.14 기술의 목적이 - 프로세스

것이다.12 전통적인 최고 윤리/준법 책임자 역할 외에
이러한 조직들은 AI 와 같은 미래의 업무 영역을

분석, 측정, 통찰력 등을 통해 인간의 경험을
향상시키면서 – 기술 사용에 대해 명확하고 윤리적인

둘러싼 윤리 책임을 공식화하고 있다. 2019 년에

사례, 즉, 회사와 중요한 직원과 연관된 혜택을 주는

Salesforce 는 새롭게 출현하는 기술을 조직 내에
윤리적으로 구현하고, Salesforce 가 기술을

사례화 하는 것이다.

“긍정적인 사회 변화 및 인류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첫번째 최고 윤리 및 인간 사용
책임자(Chief Ethical and Humane Use officer)를

방향전환의 시각

채용하였다.13

더 많은 사람들이 정부, 비정부 기관, 미디어, 또는

몇몇 조직들은 또한 구성원 자신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여 윤리 이슈를

일반적인 경영 보다 고용주를 신뢰하는 시대에,15
조직은 미래의 업무의 모든 측면에 대한 윤리적
질문에 대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윤리적 딜레마가

해결하고 있다. 예를 들면, 기술 기업인 Drishti 는
거의 실시간으로 제조라인의 인간 작업자가
수행하는 수작업 프로세스와 세부업무를 측정하기

발생했을 때 대응하기 보다는, 이러한 이슈를
정면으로 리드하려는 사람들은 기업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이러한 이슈가 어떻게 영향을

위하여 AI 와 컴퓨터 Vision 기술을 결합한 솔루션을
설계하여 적용하였다. 기술은 빠르게 변화하는 제조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도전과제였던 다양한 부분들에

미치게 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전략과 미션의
일환으로서 윤리적 문제를 예측하고, 계획을 세우고
관리할 것이다. 이러한 도전 과제는 윤리적 이슈가

대하여 구성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즉,
강력한 교육 정보, 작업장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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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offs 와 경쟁의 관점을 넘어서도록 이동해야
하는 것이며, 인간과 기계, 팀으로서 일하는
알고리즘의 조합을 운영화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조직들은 인간과
기술의 힘을 함께 활용하여 진정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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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에게 전하는 말씀(A memo to HR)
초점의 확장과 영향력의 확대
친애하는 HR 담당자들께,

올해 작성된 모든 장들 중에서 가장 흥분되면서도 가장 긴장되는 부분이 바로 본 장입니다. 지난 십년 동안
Global Human Capital Trends 보고서에서 HR 에 대한 많은 글을 썼습니다. 사실, 되돌아 보면, 본 주제에
대하여 13 개의 장을 썼으나, 조직 내 HR 에 대한 행동 지침과 같은 내용은 포함한 적이 없었습니다. 연구진은
디지털 기술이 기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변화”에서 “재창조” 혹은 “혁명”이라는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본 주제에 대한 열정의 결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연구진은 진화하는
비즈니즈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HR 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HR 은 언제나
조직구조의 중요한 요소로서 지원부서 이상의 역할을 해왔으며, 조직의 중요한 자산인 - 조직 내 구성원 -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주제에 대하여 10 년 간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제는 다음과 같이 물어볼 것입니다: 차이점을 만들었는가?
다행스럽게도, 그 답변은 ‘네’ 입니다. 2020 글로벌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5%가 HR 이 지난 십년
동안 변화를 이끌어 왔으며, 이 변화는 지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응답자들은 중요성과 준비성 간 64 포인트 차이를 보였으며, 응답자들 중 75%가 향후 12-18 개월 후 비즈니스
성공과 연계하여 HR 의 진화되는 역할이 중요하거나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단지 11%만이 이러한
트렌드를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업무에서 인간적 요소의 중요성이 증가하며 이와
관련한 HR 의 준비도가 잘 안되고 있는 과정에서, HR 은 향후를 위해 뚜렷한 기능으로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HR 종말처럼 HR 은 변화에 대한 준비가 절대로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10 년의 변화에 그동안
가려졌던 것인가?
본 보고서의 설문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2 차원적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응답자의 93%가 HR 은 향후 5 년 동안
뚜렷한 기능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응답하는 반면에, 과반수(55%) 또한 HR 은 향후 12-18 개월 후에
대체적으로 또는 급직적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HR 과 비 HR 관계자 간 응답 결과 간 특별한
차이점을 보이지 않음). 변화가 다가오고 있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변화나 재창조나, 혁명
이상의 것이 필요한 것 또한 맞습니다. 이는 기초적인것이어야 하며, 거기서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13 개의 장과 그 안의 권고안들은 다음 세 가지의 기본적인 가정들을 기반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1. 업무의 성과는 안정적이다 (조직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고 있다)
2. 직무들은 예측 가능하다 (고정된 작업 내용, 과제 기반의 업무)
3. 사람들이 대체 가능하다 (기계화된 업무는 대부분의 인간이 대부분의 업무를 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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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래의 업무에서 더 이상 이러한 가정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HR 에서 더 이상 적용가능한 가정들이 없습니다. 업무와
근로자들은 기계적이고, 공장라인에서 교환되는 부품들은
근로자가 기계로 대체될 수 있는 자동화에 대하여 선입견을
강화하였으며, 또한 어떻게 업무가 재설계가 되고 어떻게
근로자들이 참가자와 혁신자로서 팀에 관여가 되는지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기회들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프레더릭
테일러(Frederic Taylor) 과학적 관리법 (Scientific
1

Management) 에 의한 기계적 관점은 지난 100 년 넘게
노동자의 동기부여가 생산성을 높인다는 인식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정치적, 기술 영향들은 일에서
인간적 요소를 일선 포함시키면서 기계적 관점은 점점 더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전략이 혼란에 직면하여 진화하고 조직들은 생산성이
늘지 않으며, 지난 20 년 동안 쇠퇴화되고 있다는 현실을
2
직시하면서, 조직들은 시대에 뒤쳐진 관점을 재고하고 일에서
사회적 기업이 되기 위한 새로운 일련의 진리를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 외에, 조직들은 일정한 흐름의 업무 결과와
지속적인 재구성 형태의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일 해야 하는 일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



업무가 점점 덜 기계적이 되고 업무 결과가 진화됨에 따라, 직무들은 점점 더 유동적이고 역동적이 되어 가고
있으며, 몇 리더들은 고정되고 과제 중심의 직무들은 이제 더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러한
변화는 업무 형태가 경직된 보고라인에서 네트워크 중심의 팀으로, 정해진 일상과 직무 기술은 확대된 직무
형태로, 좁은 스킬은 확장된 능력으로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인간에 대한 잠재적인 함축적 의미는 조직 내 상호 교환이 가능한 톱니바퀴가 아니라 독특하고 이질적인
경험, 생각, 태도, 니즈, 궁극적으로는 가치를 지닌 인간으로서 비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일에서 이전보다 인간적인 요소의 관리를 더 중요하고 복잡하게 만들게 된다.

이러한 사실들이 변함에 따라, HR 이 필요로 하는 기반의 기초 또한 변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업무의 시대에
HR 의 기반은 “초점의 확장과 영향력의 확대” 중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이 두가지 개념들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은 응답자들이 이 변화를 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향후 12~18 개월 내에 HR 이 실질적으로 또는
급격하게 변화할 것이라고 응답한 응답자 55% 중 75%가 HR 의 책임 확대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러한 확장은 두 가지 구별되는 차원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영향력의 범위와 초점의 영역 (그림 1).
전통적인 사업 기업이 사회적 기업으로 진화하는 것과 유사하게, HR 또한 기능의 전통적인 범위에서 기업과
생태계 전체로의 영향력 범위 확대가 필요하며, 구성원에서 조직, 궁극적으로 업무와 구성원 자체로 그 초점을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초월적인 HR (Exponential HR)”이라고 부릅니다.
이 확장은 실제로 어떻게 보일 것인가? 기회와 영향의 많은 영역이 존재하지만,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 2020
설문조사 응답자가 지적한 HR 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Top 영역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의 변화는
그림 2 에서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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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HR 성과: 오늘에서 내일로의 변화
영향의 영역

오늘의 성과

내일의 성과

리더십 스킬 구축

현재 리더십 파이프라인 역할에
요구되는 스킬 구축

모호한 상태를 리드할 수 있고, 기업과 생태계
마인드셋으로 운영할 수 있는 미래와 모르는
기회를 위한 리더십 팀과 역량 구축

구성원 Upskill

핵심 인력 세그먼트를 위한 스킬 기반의
교육 프로그램 제공

조직과 확장된 생태계와 관련된 지속가능한 역량
구축을 위한 개인화되고, 팀 기반의 교육 경험
큐레이팅

팀 구성과 Agility

확립된 조직 구조(주로 계층적 또는

기업과 생태계에 협업적 일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촉진

매트릭스)에서 팀 조직을 활용한 실험

팀을 성과와 관리를 위한 분석과 실행의 핵심
단위화

구성원 경험 및

내부 구성원 브랜드 강화에 초점을 둔

내외부 구성원과 고객 관점의 통합된 end-to-end

브랜드 개발

구성원 타겟 경험 프로그램 구현

인간 경험 설계

새로운 역량 접근

사업 수요에 따른 새로운 인재 채용

기업과 생태계의 역량(인간 또는 기계)에 대한
수요 관점의 접근 체계 창출

업무 진행 방식의
자동화 통합

HR 관련 프로세스의 효율성 및 효과성
증대를 위한 디지털 툴 도입

조직 전체의 업무 프로세스 디지털화

조직 목표의 정의
및 촉진

미션과 가치 체계 기반의 작성 및 강화

개인적, 조직적, 사회적 의미와 목적을 연계하기
위하여 구성원을 지속적인 업무의 새로운
상상에의 몰입

Source: Deloitte Analysis

다른 변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몇 가지 중대한 변화를 필요로 합니다. 설문 응답자들에게 HR 이 영향력을
극대화하도록 하기 위한 가장 큰 변화들은 다음 네 가지가 리스트의 최상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새로운 역량 증대 (47%). HR 조직들은 기업이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새로운 특성과 행동을
채택하도록 새로운 사고 방식을 도입하여 역량을 증대하는 것이 나타남
 더 에자일하고 팀 기반 업무가 가능하도록 HR 조직 설계 변화 (45%). HR 조직은 HR 이 다이나믹한 경영 요구
기반으로 유연한 운영 모델을 적용하는 새로운 시각을 적용함으로써 조직설계 변화를 할 수 있음
 HR 업무의 자동화를 통해 효율성 제고 (38%). HR 조직은 생산성과 가치를 제고하고, 경험을 단순화시킬 수
있는 최신 기술을 도입하는 조력자를 적용하여 효율성을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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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R 리더의 기대와 위상 확장 (24%). HR 리더는 전사적으로 가시적이고 측정가능한 가치를 주도하기 위한
초점을 확대함으로서 기대와 위상을 확장시킬 수 있음

이러한 방향으로의 변화는 HR 이 몇 가지 주요 과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설문조사에서, 다음 두
가지의 핵심 장애물을 지적했습니다: HR 이 일반적으로 구성하는 일하는 방식과 경영에서 가장 사업적 영향이 큰
영역과의 연계성 부족입니다.
구조와 관련하여 설문조사 결과에서 몇 가지 저항이 확인되었습니다.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명확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다수(42%)는 HR 구조는 HR 기능 영역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일과 구성원이 예전보다 더 필요로 하는 연계가 요구되는 세계에서 전통적인 기능 연계에 대한 부분은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HR 과 경영의 영향과의 연계와 관련하여 설문조사 응답들은 몇가지 핵심적인 차이를 확인하였습니다. 리더를
개발하고, 구성원을 Upskill 시키고, 팀 구성을 활성화하는 것이 응답자들이 생각하기에 HR 이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Top 3 영역인 반면, 이 세가지 영역 중 두 가지 영역인 리더십과 팀 구성은 응답자들이 인지한 준비도 측면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조직들이 HR 의 업무와 노력의 우선순위를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여러 조직들에서 “초월적인 HR”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Alexion
Pharmaceuticals 은 HR, IT, 환자 지원 조직을 하나의 새로운 인간 기능으로 통합하여 3 년 간의 조직 혁신을
완료하였습니다.3 이 새로운 기능은 이 조직이 업무 성과에 대하여 생각하는 방식의 전환을 대표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경험이 어떻게 환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구성원 경험에 대해 말할 수 없다는 Alexion 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선도 글로벌 헬스케어 회사는 내/외부 인재를 포함한 인재에 대하여 더
입체적이고 포괄적인 프로임워크로의 전환을 결정하였습니다. IT 와 구매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이
프레임워크는 인간과 기업문화 기능 하에 배치하였으며, 이는 현 전략적 인력 계획 목적으로 인재 풀에 대한
역량의 강력한 지식과 접근이 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인간과 기업문화 기능과 IT 및 구매 부서가 같이 기술
솔루션에 대한 프로세스와 실행, 선택을 함으로써, 중요한 순간에 집중하도록 하여 전 직원의 경험의 일관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또한 가장 적합한 인재 솔루션이 구매, 구축, 대여, 또는 연계하는 것이든 관계없이
구체적인 경영 니즈에 대해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4 그리고 Highmark Health 의 HR 은
기업과 생태계의 파트너로 업무 수행 방식과 실시간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역할을 재구성하는
thinkUP 이라는 조직을 신설하여 직무의 유연성과 예측의 불가능성에 대응하였습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조직과
프로세스 설계에서 최신 기술, 자동화, 계량경제학 등의 사용에 이르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5
우리는 또한 이러한 변화가 발생되지 않을 경우, 무슨 일이 발생되는 지에 대한 여러 시그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 대기업에서, CHRO 직책은 없어지고 있고, HR 팀은 다른 C-레벨이나 부서 밑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HR 이 중요한 변곡점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일반적으로 큰 기회가 앞에 있을
것이라고 동의하지만, 또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HR 의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HR 이 아닌 응답자들 중
26%는 필요한 변화를 만드는 HR 의 역할에 확신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추가적인 37%의 응답자들은 다소 일부
부분에서 확신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HR 에 종사하는 응답자들조차도 다음과 같은 의심을 표현했습니다: 단
13%의 응답자만이 변화가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매우 확신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향후 10 년 동안, HR 은 미래를 포용하고, 범위와 초점을 확장하며, 회사를 대표하는 일과 업무 공간, 인력의 선봉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 확장된 역할에서 HR 은 기존의 업무 규칙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새로운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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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진화하는 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는 조직 능력의 필수적인 Enabler 가 될 것입니다. 업무의 세계를
인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초월적인 HR(Exponential HR)”은 오늘날의 다이나믹한 환경에서 인적 자본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미래 지향적인 조직의 강점의 핵심적인 원천임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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