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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놀로지가 고도화되고 있음에도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05

15%의 경영진은 변화하는 비즈니스 요구에 대응하는 투
자를 하는 경향이 2.2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 후의 사회적 기업 (The social enterprise in a world disrupted)

조직에게 있어 "생존에서 성장으로"의 전환은 "인간다움"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다움"이라는 것은 조직이 당면한 모든 질문, 이슈, 의사결정에 사람의 관점을
최우선으로 두고 접근하는 것을 뜻합니다.

인간다움의 원칙은 조직이 사회적 기업으로서 존속하

"매우 준비"된 그룹은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업무를 혁

기 위해 갖춰야만 하는 본질입니다. 조직은 수익 성장과

신할 가능성 역시 2배 높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

이윤 창출을 함께 추구함에 있어 주변 환경과 이해 관계

한 것은 이러한 조직은 빠른 의사결정을 위한 업무 체계

자의 네트워크를 고려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사람에 대한

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2배 수준으로 높았고, 구성

일련의 원칙에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목적과 의미", "윤

원의 적응력과 유동성을 활용하여 미래의 변혁 관련 이

리와 공정성", "성장과 열정", "협력과 관계", "투명성과 솔

슈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 역시 거의 3배 수준으로 높았

직함"이 바로 그러한 원칙입니다. 이런 원칙을 추구하는

다는 것입니다.

조직은 끊임없는 변혁 속에서 스스로를 재창조함으로써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서베이의 마지막 결과에서 성장을 위한 조직의
준비도가 인간의 강점을 이끌어내는 능력에 달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인간의 강점은

2020년 코로나-19가 인간과 경제에 미친 영향은 지

조직은 주어진 현실에 대응하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를 삼

대했습니다. 전 세계의 조직들은 일하는 방식과 조직 운

아 이것이 오늘 성공하는 데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영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빠르

믿습니다.

게 변화하는 국면에서 많은 조직들이 갑작스럽고 예측

성장 마인드셋에 기인한 준비도
(Preparedness stems from a
"thrive" mindset)
2021 글로벌 HC 트렌드 보고서에서 우리는 "생존을

불가능한 위기에 처해야만 했고 번번이 실패를 경험하

이와는 다르게 성장을 추구하는 마인드셋은 새로운 현

위해 필요한 변화에 집중하고 있는 조직들이 어떻게 하

였습니다. 팬데믹은 정적인 전략이 가진 함정을 여실히

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하고 과거에는 가능하

면 성장할 수 있는 위치로 포지셔닝할 수 있을까?" 라는

보여주었고, 이는 시대에 뒤처진 관점을 재고하고 새로

지 않았던 방식이더라도 기준과 가정을 새롭게 구상할

역설적인 질문으로 탐구를 시작했습니다.

운 전략을 수립하는 데 몇 주, 몇 달을 넘어 몇 년이 걸

수 있도록 합니다. 성장 마인드셋은 변혁을 일회성이 아

리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코로나-19를 통해 우리가 얻

닌 지속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조직이 앞으로 나아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세계 99개국의 모든 산업, 섹

은 값비싼 교훈은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에서는 목표 달

가게 하는 촉매제로써 받아들이게 합니다. 성장 마인드

터, 지역에서 6,00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서베이를

성을 위한 경로와 시간을 다루는 프레임 역시 변해야 한

셋을 가진 조직은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했습니다. 금년 응답자 중 3,630명은 고위 경영진

다는 것입니다.

삼습니다. 이는 오늘의 성공뿐 아니라 내일을 지배하기

이었습니다. 본 서베이가 시행된 지 11년 만에 처음으로

위한 일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응답한 사업 담당 임원의 수가 인사 담당 임원보다 많았

이러한 환경 속에서 불확실한 것들에 대한 대응 계획

으며 이들 대다수가 코로나-19 위기에서 인적 자본 문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미래를 향해 결정하고
적응하는 능력이며, 조직은 격동의 현실을 뚫고 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회복력, 용기, 판단력, 유연성을 길러야
합니다. 본 결과는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한 인간의 욕구
가 창의성을 발휘하게 하여 조직과 조직의 미래를 재 창
조할 수 있다는 것 역시 시사합니다. 코로나-19는 인간
과 조직이 위기의 압박 속에서도 대단한 성장을 할 수 있
음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조직들이 직
면한 과제는 거듭된 변혁으로 나아갈 길이 리셋 되더라
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성장의 길을 찾아 나아가
는 추진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Human Capital의 "Human" 강조
(Elevating the "human" in human
capital)

수립에만 집중하는 것은 현명한 방식이 아닙니다. 오히

생존에서 성장으로의 전환에 대한 딜로이트의 견해는

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응답자들에게는 팬

려 조직들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생존에서 성장 추구로

본질적으로 인간다움을 지향하고 그 상태를 지속해 나가

데믹이 시작된 이후의 경험에 대해 질문하였고, 위기에

포커스를 바꾸는 근본적인 마인드셋의 전환입니다.

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생각과 행동의 방식이

대한 조직적인 준비도를 바라보는 관점, 그들이 기대하

변혁이 재 창조의 촉매가 될 수 있다는 견해와는 대조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질문, 모든 이슈,

는 미래 상황의 도전과 기회,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

적으로 많은 조직들이 인적 자본 관련 주제를 별도의 프

팬데믹 이후의 세계에서 생존에만 집중한다면 새로운

모든 의사결정을 인간의 관점에서 먼저 접근하며, 결국

한 업무 혁신 측면에서의 계획을 파악했습니다.

로그램과 실행 계획만을 통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조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되고 그 현실 속에서 조직이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이나믹한 오

언제나 해오던 것들을 성취하는 것도 어렵게 됩니다. 생

늘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용기와 판단, 유연성이

본 서베이 결과 코로나-19 위기에 가장 잘 대비한 조

한 솔루션은 더 넓은 관점에서 사람의 강점을 활용할 수

존만을 위한 마인드셋은 변혁의 환경을 일시적인 위기로

필요한데, 그것은 사람과 사람이 이끄는 팀만이 가져올

직들은 이미 성장 마인드셋을 적용하여 변혁의 상황을 오

있도록 다이나믹하게 작동하여야 합니다. 다음 챕터에

인식하고 위기가 지나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는

수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세계에서는 알고리즘과 수식을

히려 조직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회로 삼고 있었음을 알게

서는 2020 딜로이트 글로벌 HC 트렌드 보고서에서 다

기대가 기저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마인드셋을 가진

통해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했지만 변혁의 세계에서는 테

되었습니다. 팬데믹 상황에 "매우 준비"되어 있다고 답한

루었던 5 가지 주제에 대해 살펴보고 각 주제 영역에서

Deloitte Insights

직이 생존에서 성장으로 마인드셋을 전환함에 따라 이러

06

The social enterprise in a world disrupted: Leading the shift from survive to thrive

조직 성장을 위해 인간의 강점을 어떻게 이끌어 낼 수 있

		 (Developing and acting on forward-looking

는 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insights using real-time data to harness

· 구성원의 신체적, 정신적, 재정적, 사회적 건강을 웰빙
		 프로그램을 통해 접근하지 않고 업무 설계 자체에 포함
(Integratingworkers’physical,mental,financial,and
		 socialhealthintothedesignofworkitselfratherthan
		 addressing well-being with adjacent programs)
웰빙을 업무 설계에 포함시킴으로써 구성원이 업무
		 를 하는 동안 웰빙을 경험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조직과 구성원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업무가 삶의

		 workforce potential)
		 워크포스를 이해하는 것은 구성원의 니즈를 인식
		 하고, 능력을 개발하고, 구성원과 조직의 가치를 존

· 동향: 조직들은 웰빙을 워라밸 그 이상의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웰빙을 업무와 삶 그 자체와

		 이 어떻게 임하고 있는 지에 대한 통찰력을 갖추는 것

· 생존 마인드셋: 업무에 인접한 프로그램을 통한 웰빙을 지원하는 것

		 든 구성원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성장 마인드셋: 심도 있는 업무 설계를 통해 웰빙을 업무와 통합하는 것

· 학습, 적응력, 영향력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더 큰

		 전환

		 선택권을 더 많이 갖게 될수록 몰입이 높아집니다.
		 스스로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일에 노력을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성원의 열정과 관심을 조직의
		 니즈와 일치시키기 위한 노력은 구성원이 일과 학습
		 에서 더 큰 동기를 얻고 몰입하게 함으로써 조직의
		 성과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업무 방식을 강화하기 위해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팀
		 과 슈퍼팀 형성
		 (Creating teams and superteams that use
		 technology to enhance natural human ways of
		 working)
		 적절한 테크놀로지 사용은 업무의 성격을 바꿈으
		 로써 사람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듭
		 니다. 팀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협업 툴에서부터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AI까지, 사람과 적절하게
		 결합된 테크놀로지는 팀으로 하여금 더 빠른 속도와
		 규모로 더 나은 결과를 창출할 수 있게 해 줍니다.
· 워크포스의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해 실시간 데이터 에서
		 인사이트 발굴, 이에 준하여 업무 수행

Deloitte Insights

연계하여 설계하기 시작함

		 은 조직이 새로운 업무 방식을 고안할 수 있게 하여 모

		 에서 전사 차원의 업무를 재설계하는 새로운 책임으로

		 구성원들은 자신이 하는 일과 학습 경험에 대한

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무엇이 수행되고 있고 구성원

		 무에 더욱 동기를 받아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means to drive learning, adaptability, and impact)

본 보고서는 2020년 보고서의 다섯 관점에 바탕을 두고 생존에서 성장으로의 여정을 다루고 있습

웰빙을 위한 업무 설계: 일과 삶 균형의 끝

· HR의 역할을 워크포스 정책을 표준화하고 집행하는 것

		 (Capitalizing on worker agency and choice as the

2021 글로벌 인적자본 동향 보고서

		 중함으로써 그들의 행동을 조직 목표에 맞추기 위한

		 질에 대한 요구를 투영할 수 있다면 구성원들은 업

		 선택권 부여

2021 Deloitte Global Human Capital Trends

		 (Shifting HR’s role from standardizing and
		 enforcing workforce policies to a new
		 responsibility of re-architecting work across
		 the enterprise)
		 조직이 진정으로 인간다움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리스킬링(Reskilling) 그 이상: 구성원의 잠재력 발휘
· 동향: 업무의 다이나믹한 특성을 반영하고, 구성원들이 스스로를 재 창조할 수 있도록 구성원의
다이나믹한 잠재력에 대한 고려를 아우르는 개발 접근 방식 요구
· 생존 마인드셋: 조직이 구성원에게 필요한 스킬을 가장 잘 안다는 전제 하에 top down 방식으로
구성원에게 훈련 제공
· 성장 마인드셋: 구성원에게 어떤 업무를 하는 지에 대한 선택 권한을 부여하고 각자의 흥미와 열정을
조직 차원의 니즈에 스스로 맞추게끔 하여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

		 HR이 리드하여 인간 중심의 고려사항을 업무의 모든

슈퍼팀: Where work happens

		 측면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 동향: 코로나-19를 통해 많은 조직이 끊임없는 변혁 속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팀이 필수적인

		 서는 사업 및 각 기능 영역의 리더와 협력하여 전체
		 조직의 업무에 대해 무엇을, 왜, 누가, 그리고 어떻게
		 관점에서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역할을 한다는 것을 학습함
· 생존 마인드셋: 팀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테크놀로지를 툴로써 활용
· 성장 마인드셋: 사람과 테크놀로지를 슈퍼팀으로 통합하고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인간 본연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 방식으로 일을 재 설계

2020년 5월 딜로이트 보고서는 조직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가능성을 수용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워크포스 전략의 거버넌스: 일과 워크포스에 대한 새로운 방향 설정

는 도전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으

· 동향: 조직은 워크포스에 대한 통찰력을 갈구하며, 불확실성에 직면할 때 빠르게 방향을 전환하고

로 인한 난관 속에서도 에너지를 끌어 내고 업무의 미

새로운 지향점을 설정할 수 있도록 노력함

래를 설계함으로써 혼돈에서 벗어나 업무로 돌아올

· 생존 마인드셋: 계량과 측정을 통해 워크포스의 현 상태를 가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하였습니다. 그 후 7개월 여의 시

· 성장 마인드셋: 실시간 데이터에 접근하고 활용함으로써 미래에 워크포스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간은 조직이 나아갈 방향을 찾는 데 있어 인간다움에

예측함으로써 더 완전하고 더 빠른 의사결정 추구

대한 포커스가 중요함을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러한 도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변혁을 인간의 자

HR에게 남기는 말: 일의 재구성으로의 전환 추진

질을 구현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조직은 오히려 성장

· 동향: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해 가면서 HR은 전사적인 레벨에서 일을 재구성하는 역할 수행

할 수 있을 것이며 그렇지 않은 조직은 빠르게 뒤쳐

· 생존 마인드셋: 워크포스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HR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재설계하는 데 집중

질 것입니다.

· 성장 마인드셋: 전사를 아우르는 마인드셋을 통해 사람의 특별한 강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일을 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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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Survey demographics

FIGURE 3

Respondents by level
Individual contributors

FIGURE 1

Respondents by region
Asia-Pacific

Executive:

18%

25% Vice presidents and directors

17%

38%

21%
Europe, Middle
East, and Africa

45%

North America
and South America

61%

15% Senior managers
14% C-suite
7% Board members

Managers

Note: n=6,000.
Source: The 2021 Deloitte Global Human Capital Trends survey.

Note: n=6,000.
Source: The 2021 Deloitte Global Human Capital Trends survey.

FIGURE 2

FIGURE 4

Respondents by industry

Respondents by function

Consumer
19%

Professional services
15%

Financial services
15%

Business

56%

Technology, media, and telecommunications
12%

Other
12%

Energy, resources, and industrials
9%

Life sciences and health care
7%

Government and public services
6%

Cross-industry
4%
Notes: n=6,000; figures do not sum to 100% due to rounding.
Source: The 2021 Deloitte Global Human Capital Trends survey.

Deloitte Insights

Note: n=6,000.
Source: The 2021 Deloitte Global Human Capital Trends survey.

44%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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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은 업무 안전성과 구성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

한 조직의 사례로, 디지털 건강(Digital Wellness)과

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원격 업무로 전환,

생산성 구축에 집중하거나, 개인과 팀 레벨의 역량 관리,

현장 구성원들을 위한 코로나 검사와 역학조사 전략 수

개인이 조직에 무엇을, 어떻게 기여할 지에 대하여 의미

립과 같은 자원 재배분의 신속한 조치 및 응급 의료 휴

있는 결정을 하기 위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Job craft"를

가, 육아 및 노인 돌봄 지원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뿐만

장려했습니다. 이러한 사례 중 하나는 스타벅스의 파트

아니라 재정적 건강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수립했

너 (바리스타) 업무에 대한 웰빙 프로그램으로, 파트너

습니다.

는 2주 전에 미리 업무 스케쥴을 확인할 수 있으며, 1시
간 이상 통근하는 구성원을 더 가까운 매장으로 이동배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리더들은 웰빙을 가장 중요한 것

치 시켜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구성원의 정신적·정서적 건강
에 대해 사회적 고립과 경기침체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공공연한 주제가 되었고, 구성원의 신체적 건강

웰빙을 위한 업무설계
(Designing work for well-being)

일과 삶 균형의 끝

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 되었습니다.

몇몇 조직은 구성원의 웰빙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별

(The end of work/life balance)

2021년 우리의 견해

우리의 가설

한 조치를 취했는데, Delta Air Lines은 팬데믹 기간 동

코로나-19는 구성원의 웰빙과 업무 혁신이 밀첩

안 5,000여명의 고위험군 근로자가 급여 전액과 의료

하게 연결되어야 함을 상기시켰지만, 아직도 대부

혜택을 받으며 집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분의 경영진들은 이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하지
만, 개인, 팀, 그리고 조직 차원에서 웰빙과 업무가

2020년 8월, 젠 피셔(Jen Fisher, Deloitte US’s
chief well-being officer)는 리더들에게 조직 내 웰빙

CO-AUTHORED BY JEN FISHER, DELOITTE US CHIEF WELL-BEING OFFICER
경영진은 웰빙의 중요성을 오랜 시간동안 인지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은 웰빙이 얼마나 중요
한 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조직은 코로나-19에 의해 생존의 문제로써 구성원의 신체적, 정신적 웰빙
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것이 조직 운영에 매우 중요하
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일과 삶, 건강, 안전 그리고 웰빙은 더 이상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며, 구
성원과 조직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 간의 연결고리를 인식함으로써 일의 자체에서 웰빙을 설계할 수 있
는 방법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에 영향을 주었던 파일럿의 전략과 실행을 공유해 주길

균형있게 반영된 조직은 구성원들이 최상의 상태
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요청하는 글을 LinkedIn에 게재했습니다. 그 글은 며칠
만에 500개 이상의 반응과 200개 이상의 코멘트를 얻

2021 딜로이트 글로벌 HC 트렌드 서베이에 응답한

으면서 웰빙에 대한 조직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음이 드

경영진 10명 중 7명은 그들의 조직이 원격 근무로 전환

러났습니다. 크고 작은 조직의 리더들은 보편적인 접근

한 것은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보다 구성원의 그룹별 다양한 니즈에 맞는 접근을 시도

있으나, 코로나-19와 관련된 제 2의 물결에 직면한 세

하고 있으며, 조직 전체가 구성원과의 연결을 끊고 재충

계의 많은 조직들은 원격 업무 방식의 지속성에 대해 의

전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거나, 구성원들이 대처할

문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응하고, 성장하는데 필요한 정신적, 감정
적, 사회적 기술을 익히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

변화하는 현실

타났습니다.

웰빙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조직의 아젠다였

고 인식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코로나-19가 고착

습니다. 실제로, 2020년의 딜로이트 글로벌 HC 트렌드

화되었을 때, 이 위기는 웰빙의 중요성에 새로운 빛을 발

에서는 웰빙의 중요성이 최상위 트렌드며, 약 9,000명

했고 웰빙이 위기에 처했을 때의 결과를 예리하게 인식

의 조사 응답자의 80%가 웰빙을 그들의 조직의 성공에

하게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우선순위로 선택하였으며 가장 중요한 트렌드라

Deloitte Insights

원격 업무로 전환을 지원하면서 업무 설계의 중요성은
많은 조직에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서베이에서 경영진
에게 원격 업무를 지속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

그러나, 피셔의 게시물 반응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업무에서 웰빙이 설계되고 있는 조직의 사례였습니다.

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다수가 업무 설계와 관련된 옵션
을 선택했습니다(figure 1). 경영진은 사내 복리후생의
개선과 새로운 웰빙 관련 프로그램보다 디지털 협업 플

업무 내 웰빙을 추구하기 위해 웰빙 프로그램을 보완

랫폼 제공, 구성원의 선택 가능성과 일정 및 규정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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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IGURE 2

The top factors in making remote work sustainable were related to work
design

Workers prioritize transforming work for well-being more highly than
executives

What a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making remote/virtual work sustainable?

What are the most important outcomes you hope to achieve in your work transformation eﬀorts in the next one to
three years?

Introducing digital collaboration platforms
39%

Allowing for personal choice in determining how work gets done
36%

Establishing new scheduling and meeting norms
31%

Investing in team leader training
24%

Providing home access to the internet and needed technologies
23%

Reconfiguring the physical workspace at home
16%

Providing enhanced corporate benefits (e.g., family care support and resources)
10%

Rank

Senior executives

Individual workers

1

Improving the customer experience

Improving quality

2

Increasing innovation

Increasing innovation

3

Reducing cost

Improving worker well-being

4

Improving quality

Improving the customer experience

5

Doing new work

Doing new work

6

Increasing capacity

Reducing cost

7

Growing market share

Increasing capacity

8

Improving worker well-being

Growing market share

9

Increasing social impact

Increasing social impact

Oﬀering new well-being resources
8%

Note: n=4,738 (3,630 executives + 1,108 individual contributors).
Source: The 2021 Deloitte Global Human Capital Trends survey.

Note: n=3,630 (executives).
Source: The 2021 Deloitte Global Human Capital Trends survey.

등과 같은 일을 수행하는 방법에 포함되는 옵션들을 우

더 적은 표를 받았습니다. 조직이 주주뿐만 아니라 모든

해관계자는 조직의 테크놀로지 리더입니다. 오늘날 테크

Daimler AG의 사례는, 구성원들이 쉬는 시간 동안 수

선순위로 선택하였습니다.

이해관계자들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환경에서

놀로지와 업무는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업무

신한 메시지를 자동으로 삭제하는 선택적 이메일 기능인

업무 전환의 목표로 웰빙을 등한시하는 경영진은 엄청난

성과를 가속화하고 새로운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

"Mail on Holiday" 입니다. 이 시스템은 쉬는 시간 동안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는 것과 같이 매우 밀접하게 얽혀 있습니다. 테크놀로지가

다른 구성원에게 연락을 돌리거나 담당자가 돌아왔을 때

구성원의 일하는 방식의 모든 면에 접목되면서, 테크놀로

다시 연락하도록 요청하는 자동 응답을 보냅니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는 또한 업무 혁신의 일환으로 웰
빙을 우선시할 때 조직과 구성원 간에 매우 큰 견해 차이
가 있었습니다. "향후 1~3년 내에 업무 전환 노력에 있어

HR임원들(20%)은 HR 임원이 아닌 사람(15%)보다

지 리더들은 구성원의 웰빙을 증진시키기 위해 HR리더

달성하고자 하는 중요한 성과는 무엇입니까?"라는 동일

약간 더 업무 전환의 중요한 성과로 웰빙을 선택했지만,

및 비즈니스 리더와 함께 관련 기술과 이를 보완하는 워

테크놀로지 리더는 구성원의 건강, 성과, 삶의 질을

한 질문에 구성원들은 업무 전환의 3대 목표는 "품질 향

업무 내 웰빙을 설계하는 것은 HR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

크플로우 및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실행해야만 할 것입니

증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한 단계

상", "혁신 증가", "구성원의 웰빙 향상"(figure 2)이라고

다. 의미있는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기능 내 모든

다. 예를 들어, 근무 외 시간에 전화와 이메일을 받는 것을

더 나아가 웰빙을 위한 기술을 설계하는 것이 불가피합

대답한 반면, 경영진에게 "웰빙 향상"은 마지막에서 두번

레벨의 리더들이 함께 해야 업무 내 웰빙의 결합을 조화

제한하는 2017년 프랑스 관련 법 'right to disconnet '

니다. 이런 테크놀로지는 사람들의 자아 인식과 감정 조

째 결과였으며 "사회적 영향력 증가"만이 웰빙 향상보다

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HR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이

의 개념은 이메일과 문자에 대한 상시 접근이 구성원의

절을 돕는 감성 기술(emo tech), 사람들이 더 깊은 관

웰빙을 저해할 수 있는 '상시 대기'의 의무를 부추긴다고

계를 맺게 도와줄 수 있는 협업, 존재 그리고 신뢰 기술

설명합니다.

(collaboration, presence and trust tech), 그리고 사

Workers told us that the top three objectives of work
transformation should be improving quality, increasing
innovation, and improving worker well-being.
Deloitte Insights

람들이 일반적인 웰빙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과 인식을 유
테크놀로지를 통해 이 문제를 혁신적으로 대응한

지하고 최적화하도록 돕는 웰빙 기술(well tech)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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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이와 같은 테크놀로지는 구성원들의 집중을 방해

판, 혁신 그리고 적응성과 같은 영역에서 향상된 성과를

FIGURE 3

하는 것들을 제거하고, 근심을 완화시켜주며, 다른 사람

달성할 수 있습니다.

Organizations can take a variety of actions to integrate well-being into work

들과 관계를 유지하며 신뢰를 쌓고 더 빠르게 배울 수 있
게 함으로써 웰빙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조직은 업무를 설계하는데 문화, 지역, 기능 그리
고 물리적 공간과 가상의 공간의 경계가 점점 더 허물어
지고 있는 환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래의 제안들은 3단

우선 순위의 변화
업무에서 웰빙을 구축하고자 하는 조직은 개인, 팀, 그

계에 걸쳐 5가지 환경에서 어떠한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 문화: 사회적 행동과 규범 안에서 웰빙 구축

고려해야 합니다 :

· 관계: 동료와의 관계 내 웰빙 조성

· 개인(Individual): 구성원들은 그들의 경계를 설정하고

· 운영: 관리 정책, 프로세스 및 프로그램에 웰빙 포함

		 웰빙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데 주도적으로 참여해

· 물리적: 웰빙이 가능한 물리적 작업공간 설계

		 균형적 관점으로 유연하고 대응력있는 정책과 실행의
		 개발에 참여함으로써 웰빙의 우선순위와 설계에 영
		 향을 주어야 합니다.
· 팀(Team): 팀의 힘은 사람들을 서로 연결하여 집단

Cultural
Building well-being into
social behaviors and
norms

Team

Individual

Model well-being behaviors
such as taking micro-breaks
or only making certain
meetings video-focused

Be proactive and
vocal about
well-being needs

리더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합니다:

리고 조직의 각각의 레벨에서 행동, 정책 그리고 권한을

		 야 합니다. 그들은 개인, 팀, 조직 간의 요구에 대한

Organizational

· 가상 : 웰빙을 위한 새로운 테크놀로지와과 가상의 작업
		 공간 설계

Relational
Fostering well-being in
relationships among
colleagues

Operational
Including well-being in
management policies,
processes, and programs

Check in frequently,
proactively, and consistently with colleagues on
their well-being needs
and preferences

Form teams based on
worker preferences,
working styles, and
personal needs

Embed well-being criteria
in work scheduling,
performance management
processes, leadership
evaluations, and rewards
and recognition programs

Enable team agency
and choice by allowing
teams to adopt
well-being practices
best suited to them

Design work environments to support
workers’ physical,
mental, and emotional
health needs

Leverage physical
workspaces that
promote team
collaboration and
performance

조직이 업무에 웰빙을 통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
습니다(figure 3).

		 적인 능력을 발휘할 때 나타납니다. 이러한 역량을
		 활용하여 최상의 성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업무에 대한 웰빙의 설계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개발,

		 위해서는 팀 구성원들은 각 개인의 웰빙을 이해하고

강화 그리고 유연하게 되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업

		 존중해야 합니다.

무 자체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조직이 개인과 팀의 웰

· 조직(Organizational): 리더는 웰빙에 대한 투자와

빙을 지원하는 방법에도 적응해야 합니다.

		 장려뿐만 아니라 업무 안에 웰빙을 설계하고 순이익에

이것은 더 이상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것에 대한 것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만큼 중요하게 웰빙을 고려

이 아닙니다. 팬데믹은 웰빙이 업무와 삶의 균형에 대한

		 해야 합니다.

것이 아니라 일과 삶의 결합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업무에서 웰빙을 성공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면, 웰빙은 업

조직은 개인, 팀, 조직의 레벨에서 그들의 노력을 강화

무와 구별되지 않고 인간의 성과와 잠재력을 촉진하고 유

함으로써 웰빙을 이용하여 고객 만족, 기업 브랜드 및 평

지하기 위해 모든 조직의 레벨과 환경에 녹아들 것입니다.

Physical
Designing the physical
workspace to
facilitate well-being

Virtual
Designing new
technologies and virtual
workspaces for well-being

Use new technologies,
like virtual reality, to
train team members to
navigate stressful situations
(e.g., interact- ing with a
frustrated customer)

Leverage wearable
technologies and apps
to help master
distractions, increase
mindfulness, and
reduce anxiety

Source: Deloitt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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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나탈리 닉슨(Natalie Nixon)은, "Reactive의

19

2021년 우리의 견해

반대는 ‘Proactive’가 아닌, ‘Creative’일 수 있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기업
내 구성원들의 잠재력과 창의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우리의 견해에서, 기업 내 조직이 구성원들에게 잠재
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동차 회사의 구성원들은 코로
나-19 환자들을 위한 산소호흡기를 만들기 위해 3D 스

우리의 가설: 기업 내 조직 구성원의 자기주도 의

캐너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조립라인을 개조했습니

지 (WORKER AGENCY AND CHOICE)에 권한

다. 음료 회사에서는 손세정제를 신속하게 생산하고 보

을 부여하는 것은 관행적으로 적용하던 기존 방식

급하기 위해 정부 기관들과 제휴하여 행정적인 장애물을

보다 더 큰 가치를 만들어 냅니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의류 제조회사들은 수요가 많아
진 수술복을 만들기 위해 생산 라인을 개조하였습니다.

구성원들이 일에 대한 열정을 이끌어 낼 수 있
도록 자기주도권(WORKER AGENCY AND
CHOICE)을 제공하는 조직은 필요 스킬을 충족시

리스킬링 그 이상

팬데믹 위기가 장기화된 수개월동안, 경영진은 비즈

키는 관행적인 방식을 취하는 조직보다 더 빠르고,

니스와 비즈니스 생태계를 지속적이고 파괴적인 변화

더 효과적으로 새롭게 생겨나는 비즈니스 우선순

(Beyond reskilling)

(disruption)의 시대로부터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면

위 중심으로 구성원들이 일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서,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깊이 생각해 왔습니

구성원의 잠재력 발휘 (Unleashing workforce potential)

다. 이러한 대응은 임직원들의 잠재력을 얼마나 극대화
할 수 있는 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1 딜로이트 글로
벌 HC 트랜드 서베이에서, 경영진들은 미래에 발생가능

코로나-19 기간 동안, 기업의 리더들은 조직 구성원들에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각자의 역할에 필요한

한 파괴적 변화(disruption)에 대비하기 위한 가장 중

모든 역량의 확대를 요구했고, 조직 구성원들은 리더가 요구한 중요한 사항들을 파악하고, 변화하는 환

요한 1순위 항목으로 "구성원이 새로운 역할을 맡아서

경에 적응해 새로운 업무에 도전할 수 있는 자신들의 역량을 발휘하여 각종 현안들을 잘 대처했습니다.

리스킬(Reskilling)하고 적응하는 능력"을 꼽았고, 전체

팬데믹 상황에서, 조직 구성원의 자기주도 의지(WORKER AGENCY AND CHOICE)가 증가함에 따라,

응답자의 72%가 이를 가장 중요하거나 두번째로 중요

자신의 관심사와 열정을 조직의 니즈에 맞춰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 구성원들은 리더들이

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서베이에 참여한 경영진의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들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지속적으로 조직이 성장할 수 있는 행동

41%는 업스킬 (Upskilling) 및 리스킬 (Reskilling),

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빌리티 (Mobility)를 통한 구성원 역량 강화가 업무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활동 중 하나라고 응
답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구성원들이 새로운 업무에

변화하는 현실

도전하기 위해 리스킬(Reskilling)하고 적응할 준비가

작년에, 우리는 일자리의 다이나믹한 특성 및 스스로

거나 스킬 요구사항을 꼼꼼하게 매핑할 시간이 없었습

를 재창조(reinvention)하는 다이나믹한 구성원 잠재

니다. 기업 내 조직은 의사 결정을 실시간으로 하고, 가

력을 모두 고려한 육성 방식이 기업에 적용되어야 한다
고 강조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스킬에만 지
나치게 집중하는 인력 개발 방식은 기업 조직, 구성원 및

장 필요한 업무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 관심, 열정
을 가진 구성원을 빠르게 재배치하는 데 집중해야 했습
니다. 이런 환경에서, 2020년은 구성원의 잠재력과 자

리더가 지속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데 필요한 리질리언

기주도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

스 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이 분명했습니다. 코로

었습니다.

나-19 위기 동안, 기업들은 직무 기술서를 다시 작성하

Deloitte Insights

되어 있다고 응답한 경영진은 조사 대상의 오직 17% 뿐
이었습니다. 올해 유럽 워크포스 보이스(Voice of the
European Workforce)의 연구에 따르면, 기업 내 임
직원 중 60%는 노동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
한 스킬로 "적응 능력(capacity to adapt)"을 꼽았고,
이는 조직 구성원들 스스로도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업무에 대한 자기주도권을 부여하고, 힘
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조직이 구성원들
에게 필요한 스킬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
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은 구성원이 더 많은
자기주도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의 잠재력이 발휘되
어 더 큰 결실이 맺는다는 것을 가르쳐주었습니다. 구성
원 잠재력이란 특정한 업무를 하기 위해 채용되었거나,
업무를 하기 위해 검증된 것을 하거나, 조직이나 리더가
원하는 것을 할 때 발휘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직과 비즈
니스 생태계가 진화함에 따라 중요한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자유를 구성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구성원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구성원들에게 자신이 하는 일에 있어 더 많은 자기주도
권을 주는 한 가지 방법은 "탤런트 마켓 (Opportunity
Marketplace or Talent Marketplace)"을 통해 자기
주도권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탤런트 마켓은 조직 구성
원들이 정의한 전문적인 개발이나, 교육, 멘토링, 프로
젝트 참여, 네트워킹, 홍보, 다양성과 포용성에 대한 기
회를 가시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탤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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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 플랫폼에서는 현재와 미래의 비즈니스 및 프로젝

빠른 성장 과정을 거친 후에, 조직 구성원의 스킬과 역

원 잠재력 활용을 통해 어떻게 가치를 만들어 내는 지를

· 조직 내 구성원 공급 및 수요를 균등하게 적극적으로

트 요구사항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구성원들의 관

량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특히 테크놀로지 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Scandinavian

		 해결하는 탤런트 마켓(Talent Marketplace)을

심, 열정, 역량을 연결함으로써, 구성원들이 주도적으

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테크

Airlines는 승무원들이 기본적인 의료 훈련을 받았고,

		 구축합니다(Build talent marketplace that

로 본인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업무를 선택할 수 있

놀로지가 발전함에 따라 역할과 스킬이 어떻게 변화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사람들을 다룬 경험이 있어 의료 서비

		 actively address both sides of the workforce

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열정 프로젝트(passion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Mastercard는 인

스를 수행하는데 적합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supply and demand equation.). 탤런트 마켓

projects)"는 구성원들에게 새로운 개발 경험을 할 수

공지능(AI)을 사용하여 경제, 산업, 조직, 일자리에 대한

Scandinavian Airlines는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증

		 에서는 비즈니스 및 프로젝트 니즈를 구성원들에게

있도록 하고, 업무 흐름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

새로운 테크놀로지 영향도를 모델링하는 미래지향 분석

가하는 의료진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해고된 승무원

		 노출시킬 수 있고, 구성원들의 스킬과 역량을 조직에

공하며, 나아가 그들이 속한 조직의 스킬을 더욱 향상시

플랫폼 Faethm에 투자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이

들을 보조 간호사로 신속하게 재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

		 보여줄 수 있습니다.

킵니다.

플랫폼은 근무 유연성 범위에 대한 몇 가지 의사 결정에

램을 만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이 프로그램은 300명 이

· 지속적으로 새로운 스킬을 습득하여 변화하는 것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상의 승무원과 스웨덴 의료 서비스 시스템의 다른 분야

		 필요함을 가정하고,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

에서 동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의료 현장에 배치하

		 필요한 초과 능력을 포함하여 업무 역할을 설계

여 필요한 사회적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을 주

		 합니다(Design roles to assume ongoing

고 있습니다.

		 reinvention and include excess capacity

탤런트 마켓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업에 이익을 제
공합니다. 자신이 선호하고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일에

향후, Mastercard는 이 플랫폼의 인사이트를 활용하

자원할 수 있는 기회를 구성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그

여 일일 학습에 대한 안내를 구성원들에게 제공하고, 궁

들의 관심사, 열정, 그리고 숨겨져 있는 역량에 대한 귀

극적으로는 구성원의 경력 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한 정보를 밝혀줍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 기업은

이러한 데이터 기반의 분석 중심 방식은 구성원 프로파

조직 내 구성원들에게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목소

		 해결하기 위한 구성원의 열정을 양성하고, 중요한

중요한 비즈니스 우선 순위에 따라 구성원들을 더 빠르

일을 Top-Down 방식으로 식별하여 교육 니즈에 맞추

리를 내게 하면 조직은 더 다이나믹 하게, 실시간으로 업

문제를 파악하여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변화하는

게 식별하여 업무에 재배치할 수 있고, 동시에 기업 내

는 기존의 방식을 넘어, 성과 관리, 직무 설명, 학습 관

무 대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비즈니스 니즈를 파악한

구성원들에게 보상을 합니다. Learn In과 같은 새

구성원들은 더 의욕적으로 업무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리 시스템, 커리어 상담 등의 많은 자료와 여러 시스템

다음에, 그에 상응하는 스킬을 개발하거나 찾는 Top-

		 로운 협력 업체는 기획 비용을 제한하여, 단순히

으로부터 대규모 데이터 세트를 분석하여 구성원 프로

Down 방식은 구성원들이 자신의 관심사와 능력에 따라

		 돈이 아닌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구성원들이 평생

조직 구성원의 자기주도권에 따른 인사이트를 포착하

파일을 Bottom-Up 방식으로 유추하여 제공합니다. 이

스스로 선택하는 방식보다 항상 더 느릴 것입니다. 이를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려면, 단순한 스킬 갭을 찾는 프레임에서 진화하는 스킬

를 통해 Mastercard는 구성원의 스킬을 보다 정확하게

극복할 수 있는 핵심은 기업이 구성원들에게 자기주도

패턴과 잠재력을 감지하는 것까지 찾는 프레임으로의 전

파악하여, 조직 전반의 강점과 개발이 필요한 영역을 파

권을 부여한 후, 그들의 관심사와 능력이 조직에 도움이

잠재력 중심의 인력 계획(CENTER

환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탤런트 마켓 플랫폼

악할 수 있습니다.

되는 방향으로 전달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입니

WORKFORCE PLANNING ON POTENTIAL)

		 earmarked for it.). 보이지 않는 미래 문제를

다. 구성원들에게 자기주도권을 부여하는 것은 조직의

을 제공하는 회사들은 스킬 연관성에 대한 이전의 제한
된 이해에서 벗어나, 스킬 그래프와 스킬 엔진을 활용한

구성원의 자기주도권으로 인해 알게 된 조직 구성원들

성장을 돕기 위한 권한을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이

새로운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Gloat, Degreed,

에 대한 깊은 이해는 기업이 전통적인 인력 운영 계획 모

해하고 파악한 조직은 중요한 변화에 대한 애자일과 리

Eightfold, Faethm, Ibbaka, ProFinda, Pymetrics

델의 제약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통적

질리언스가 향상되는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와 같은 통합 워크포스 테크놀로지 도메인 회사는 Top-

으로 인력 계획은 역량 프레임워크, 고정된 직무 설명, 획

Down 스킬 인벤토리 구성보다는 스킬, 직책, 팀, 산업

일적인 경력 경로에 의존하여, 업무와 구성원들을 정의

간의 관계를 새롭게 재설계하여 미래 업무 기회를 포착

하고 조직을 체계화하였습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하고, 구성원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노력은 대체로 공급망(Supply Chain)과 같은 형태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서 영감을 받거나 주요 역할을 파이프라인 중심으로 초
점을 맞추었고, 구성원의 능력과 관련해서는 이머징 스

결제 테크놀로지 회사인 Mastercard는 구성원의 잠

킬, 스킬 갭, 스킬 연관성에 대한 내용이 지배적이었습니

재력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 인력 운영 계획 및 인력

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 내 대응은 구성원의 잠재력을

양성 노력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발견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활용할 때 창출할 수 있는 가

Mastercard의 비즈니스 리더와 HR리더는 대규모의

치를 간과하게 됩니다. 다음의 예시를 통해 조직이 구성

Deloitte Insights

· 인력 계획이 Top-Down 지시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구성원들에게 더 많은 자기주도권을 제공하는
		 것으로 변화해야 합니다(Shift workforce plan		 ning approaches away from a reliance on
		 top-down mandates, providing more agency

우선 순위의 변화
일의 혁신에 대한 성공여부는 구성원이 잠재력을 발

		 to workers themselves.). 구성원들이 업무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 수행할 장소를 재설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휘할 수 있는 조직 능력에 달려있습니다. 구성원이 잠재
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직은 다음 사항들을 고

· 조직 내부 및 외부의 비정형 데이터를 이해하고, 다른

려해야 합니다.

		 스킬의 잠재 패턴을 파악할 수 있는 AI 지원 테크놀
		 로지 도입을 고려하십시오(Consider AI-enabled

공급 및 수요의 매칭 방식 변화(SHIFT THE

		 technologies that can help make sense of

SUPPLY AND DEMAND EQUATION)

		 unstructured data from inside and outside

22

The social enterprise in a world disrupted: Leading the shift from survive to thrive

		 the organization and surface latent patterns

		 동기부여가 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팀이 더 좋은

		 such as the inferred presence of one skill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 서로 자극하고 북돋

		 based on the presence of others.). 새로운

		 우기 때문에, 팀은 개인 구성원이 혼자 업무를 하는

		 AI 도구가 비즈니스 전략과 통합되고, 전략에 따른

		 것 보다 더 빨리 배우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구성원 배치를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이 받아들이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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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I 도구의 가치를 인정받고
		 증명하지 않으면, 이를 활용하여 비즈니스 성과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2020년에는 구성원의 잠재력이 놀라울 정도로 발휘되
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비즈니스 및 조직의 새로운
문제나 우선 순위의 변화에 직면했을 때, 이례적인 상황

실시간 자기주도 활동 지향(DRIVE TOWARD

에 대응하고,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면서 조직 내 구성원

REAL-TIME, DYNAMIC ACTION)

과 팀의 잠재력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구성원들이 새

· 전체 인재 생태계에서 구성원들의 스킬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여 인재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합니다
		 (Gather and act on workforce data that
		 provides a real-time view of workers’ skills
		 across the entire talent ecosystem.). 교육
		 이나 자격 증명에 소요된 시간과 같은 전통적인 매트
		 릭스 보다는 구성원이 원하는 방향에 대한 미래 지향
		 적인 질문을 하고, 그 답을 활용하여 구성원들이 자신
		 과 자신의 조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학습을 선택
		 하도록 장려합니다.
· 팀은 조직 성과의 기본 활동 단위임을 기억하십시오
		 (Remember that teams are becoming the
		 driving unit of organizational performance.).

로운 과제와 도전에 직면했을 때 예상했던 것 보다 더 드
라마틱하게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아가
탤런트 마켓(Opportunity Marketplaces or Talent
Marketplaces)에 의해 가능해진 구성원 자기주도권은
변화하는 업무 우선순위를 구성원의 스킬, 경험, 그리고

슈퍼팀
(Superteams)

Where work happens

그들의 관심사와 신속하게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
습니다. 또한 2020년에는 조직이 구성원들의 스킬과 역
량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적었는지, 구성원들
의 계속 진화하는 재창조(reinvention) 능력에 대해 얼
마나 모르고 있었는지도 강조되었습니다. 현재 기업 조
직의 당면 과제는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문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조직은 적응력과 민첩성를 갖추기 위한 생존 전략으로 팀과 팀의 구성
방식을 강화했습니다. 이제 조직의 리더들은 그들이 배운 것을 활용하여 인간과 기술이 협업하는 방식이
보다 인간 중심적으로 재설계된 "슈퍼팀(Superteam)"을 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보다
새롭고, 보다 나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인간의 기여도를 극대화함으로써, 슈퍼팀은 조직의 성장에 핵
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제 해결을 위해 다이나믹 하고, 적응력이 뛰어난 인력 개
발 및 배치를 위한 전략과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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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재무 실적에서도 높은 수준으로 이어졌습니다. AI는 팀

사람은 팀으로 일할 때, 종종 최선의 결과물을 창출합

Both human capability and technological capability are critical to
transforming work

에 그 만이 가질 수 있는 방식의 아이디어를 제공함으로

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협업 툴을 활용하여 원격으

써 인간으로만 구성된 팀보다 높은 수준의 다양성 확보

로 비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기업들

에 기여할 것이고, "다양성의 혜택(Diversity Bonus)"

은 협업을 위해 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제약 업계를 선도하고 있

What are the most important actions you are taking or will take to transform work?

Building an organizational culture that celebrates growth, adaptability, and resilience
45%

Building workforce capability through upskilling, reskilling, and mobility

는 AstraZeneca에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호
무조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보다, 인적 역량을

흡기, 심혈관, 종양학 등 여러 분야에 종사 중인 수백 명의

강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

연구 인력과 옥스포드 대학 출신의 전문 인력을 모아 백

다. Walmart에서는 과거 재고 모니터링 로봇을 도입했

신과 치료법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AstraZeneca는 영

으나 철회하고, 로봇 대신 사람을 다시 채용하기 시작했

국 내 임상 실험을 위한 연구소를 설립하고, 자사와 캠브

31%

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매출이 급증한 뒤, 사람 직

리지 연구소, GlaxoSmithKline 간의 파트너십을 구축

Restructuring the organization to support new work outcomes

원들을 활용하여 재고를 관리했을 때 로봇 직원을 활용

함으로써 수많은 연구 인력을 한 데로 모으는 데 중추적

하는 것만큼이나 간편성, 비용 효과성이 확보될 수 있다

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협업 툴은 실시간 파트

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너십과 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했고, 업무 수행 속도를 높

41%

Implementing new technologies
35%

Establishing new work practices, policies, and incentives

22%

Building portfolios of humans and machines working together
16%

이고 팀 워크를 증진시켜 빠르게 연구가 수행될 수 있도
록 기여했습니다.

Note: n=3,630 (executives).
Source: The 2021 Deloitte Global Human Capital Trends survey.

2021년 우리의 견해
더 나아가, 기술은 인간 본연의 판단력을 향상시키는

우리의 가설
팬데믹 시기를 보내면서, 조직은 그 동안 경험한 것을

이들은 ‘조직문화’, ‘임직원 역량 강화’, ‘신기술 도입’

토대로 팀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

의 세 가지 요소가 모두 결합되어야 조직이 효과적으로

다. 이제 다음 단계는 슈퍼팀으로, 인간과 기술이 상호 보

슈퍼팀을 구상하고, 구축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완적으로 협업함으로써 이전까지는 불가능했던 속도와

(Figure 4)

행되어 왔던 보험 계약 심사원의 역할을 발전시키기 위

슈퍼팀은 기술을 통해 인간 본연의 모습과 가까운

해 AI와 예측 모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보험 계약 체결

방식으로 일을 재설계하여, 조직 내 팀이 기술을

이 판매 현장에서 바로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변화하면

활용하여 배우고, 창작하고,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서, AI는 데이터 기반의 분석을 수행하고 보험 계약 심사

있도록 능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원은 이를 기반으로 리스크를 사전적으로 인지하고 심사

규모를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에 활용합니다. 보험 계약 심사원이 기술 전문가 혹은 데

AI는 슈퍼팀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슈퍼팀이 여러 조직에서 통용되는 전략으로 자리잡았

데에 특히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조직 심리학에

슈퍼팀의 강점은 단순히 업무 속도를 높이고 비용을 절

다고 보기는 아직 이릅니다. 여전히 다수의 조직에서 기

서 Scott Page 교수는 서로 생각하는 방식이 다른 팀

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슈퍼팀은 기술을 활용하여 인간

술은 팀의 구성원 혹은 협업 대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

원으로 팀을 구성했을 때, "다양성의 혜택(Diversity

본연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일을 재설

도구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 글

Bonus)"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다른 특

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단순히 사용자 경험을

로벌 HC트렌드 서베이에서 대부분의 응답자들은AI가

성을 가진 구성원들이 팀을 이룰 때, 동일한 특성을 가진

제고하고 인간 중심적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설계하거나,

인간의 역량을 강화시키거나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기술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팀보다 문제를 해결하고, 예측하

Walmart의 사례처럼 인간의 업무를 대체하는 것에 그치

이 아닌 단순한 업무 자동화 도구(수작업의 대체)로 인

고, 새로운 방안을 개발해내는 것에 월등히 높은 수준을

지 않습니다. 슈퍼팀은 인간과 기술의 우수한 능력을 결합

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서서히 변화하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조직의 전

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상호 보완적 관계 속에서, 인간 본

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1 딜로이트 글로벌 HC 트

체 이익에서 혁신을 통해 창출된 이익의 비중을 비교했

연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줌으로써 그 가치를 지닙니다.

렌드 서베이에서 경영진은 기술과 인간을 결합하는 것은

을 때, 평균 이상의 다양성을 가진 조직이 창출한 이익의

다음의 세 가지 예시는 기술과 인간이 결합된 슈퍼팀이 어

"선택(either-or)"의 문제가 아닌, "필수(both-and)"

비중(전체 대비 45%)이 평균 이하의 다양성을 가진 조

떻게 더 나은 성과를 창출하는지 보여줍니다.

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직이 보인 이익의 비중(26%)보다 높았으며, 전반적인

Deloitte Insights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보험 업계는 전통적으로 수

이터 과학자가 아니어도 그들은 이 기술을 충분히 활용
할 수 있습니다. 그저 AI가 지원하는 솔루션을 활용해 기
술과 인간이 협업하는 현장에 서 본인의 역할을 효과적
으로 수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은 인간이 본연적으로 지니고 있
는 창의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합니다. 그 사례인
Remesh는 AI를 기반으로 하는 대규모의 실시간, 온라
인 서베이 플랫폼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Remesh는 AI
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서베이 결과를 분석하고 정리할
뿐 아니라, 응답자의 답변으로부터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분석 결과를 빠르게 받아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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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이 가장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 수 있도록 업무를

조직이 기술을 통해 슈퍼팀에게 힘을 실어줄 때 가

포착하고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해 새로운 인사이트를 확

그러나 일을 재상상 하는 단계에서는 새로운 성과를

		 재설계하는 데에 기술을 활용하십시오. (Use te-

장 강력해지고, 이를 통해 인간은 직장에서도 일을

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플랫폼에서 응답

창출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일을 본연

		 chnology to design work in ways that allow

더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조직 내 인간과 기

자들은 다른 익명의 응답자의 답변을 보고, 그들이 가장

적으로 변화하는데 기술을 활용해야 합니다. 슈퍼팀이

		 humans to perform at their best: working.)

술의 역량을 합해 일을 재설계하고 모든 관계자들에

공감하는 답변에 투표합니다. 그 과정에서 알고리즘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경영진은 다음

		 팀 내에 협업을 증진시키고, 조직 내 여러 기능과

게 새로운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슈

응답된 내용을 자동적으로 계산하고 순위를 매겨, 선입

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소통하는 데 발생할 수 있는 벽을

퍼팀이 자리매김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 목표를 대담하게 가져야 합니다. (Set audacious

		 허물고,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고, 일 안에서 새로운

인간과 기술로 이루어진 슈퍼팀은 조직의 한계를 깨

		 goals.) 기존의 프로세스와 결과물을 개선하는 것

		 지식을 습득하고, 일에 대한 경험을 개인화하고,

뜨리고 인간을 통해서만 혹은 기술을 통해서만 얻을

		 에서 눈을 돌려 새로운 가능성과 결과물을 창출하

		 인간화 하는 것에 활용하십시오.

수 있었던 결과물을 능가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

		 는데 몰두하십시오.

· HR, IT, 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로부터 나오는 강

게 될 것입니다.

· 새로운 가능성과 결과물을 창출하기 위해 새로운

		 점을 활용해, 전 조직을 아우르는 슈퍼팀을 구성하

2021 딜로이트 글로벌 HC 트렌드 서베이에서는 경

		 방식을 고민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Don’t

		 십시오. (Make the creation of superteams a

영진 중 61%가 "일을 재상상(reimagine)하는 것에 집

		 stop with envisioning new ways to achieve

		 cross-organizational imperative, leveraging

중하겠다" 고 답변하며, 조직의 우선 순위가 일의 최적화

		 those outcomes.) 일을 재상상한 것이 실현될 수

		 the best thinking from HR, IT, and the business.)

(Optimization) 및 재설계 (Redesign)에서 일의 재상

		 있도록, 일을 새롭게 설계해야 합니다.

상(Reimagination)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

· 기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것 만이

견이나 개인의 관점의 차이에 의해 가려질 수 있었던 새
로운 인사이트를 보여주게 됩니다.

우선 순위의 변화

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29%가 그렇게
답변한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일의 재상
상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조직이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부터 변화해야 합니다. 이전의 일의 최적화 및 재설
계 단계에서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이 주 목표이므로, 기

		 기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Avoid the instinct to use technologies only
		 as an enabler for the work you already do.)
		 대신, 기술이 일에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 변화에
		 집중하고, 관점을 확장하십시오.

술의 주요 활용처가 기존 업무를 대체하거나 더 많은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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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인할 수 있다고 답했으며, 이는 조직이 팬데믹 상황
에서 워크포스에 대한 즉각적인 결정이 필요함을 고려했
을 때 매우 충격적인 수치였습니다.

우리의 가설
우리는 워크포스 인사이트를 활용하여 낡은

딜로이트 2020년 특별 보고서, 향후 업무로의 복귀:

업무 패턴을 개선함으로써 새로운 방향을 설

COVID-19 동안의 목적(Purpose), 잠재력(Poten-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세계에 들어

tial), 관점(Perspective) 및 가능성의 포용에서 팬데

서 있습니다.

믹이 "통찰력 있는 미래 지향적 워크포스 데이터 접근 필
요성과 용이성"을 얼마나 강조하고 가속화시켰는지 설
명했습니다. 우리는 조직이 중요한 워크포스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다양한 질문을 하여, 실시간으로 답을 찾아

워크포스 전략의 거버넌스
(Governing workforce strategies)

보고하며, 그것에 대해 논의하고 행동으로 옮기도록 독
려했습니다. 낡고 오래된 데이터가 아닌 이러한 미래 지
향적 인사이트는 조직이 구성원의 잠재력을 활용하고
일을 혁신하여 새로운 결과를 달성하는 방법을 찾는데

일과 워크포스에 대한 새로운 방향 설정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성원이 직면한 우려와 선택권을 이해
하는 것은 팬데믹 상황에서 구성원을 안전하게 업무

코로나-19는 구성원의 현황을 나타내는 후행 지표를 측정하는 워크포스 전략의 거버넌스만으로는 조

로 복귀시킬 수 있는 시기와 방법을 찾는데 매우 중요

직이 이러한 혼란 속에서 살아남기가 어렵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즉 리더는 일과 워크포스에 도전하

한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 서비스 업체인 Lincoln

는 다양한 질문에 대해 묻고 답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예측을 강화하고, 조직이 끊임없는 변화에 자신감을

Financial는 이러한 통찰력을 얻기 위해 다차원적인 접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근 방식을 취했으며, 구성원 서베이와 심층분석을 통해
업무 복귀 전략을 효과적으로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 서베이를 통해 리더는 원
격 환경에서 구성원의 안전 문제 및 유연성 욕구, 개인
의 효율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구성원의 페르소나를 정

조직이 구성원을 더 잘 이해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전

파급 효과가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다양성(diversity),

례 없는, 건강, 경제, 사회적 어려움으로 인해 더 부각되

형평성(equity) 및 포용(inclusion)(DE&I)에 대한

고 있습니다. 팬데믹은 원격 근무와 대체 인력 배치뿐만

노력과 결과에 상당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니라 구성원의 웰빙, 안전 관련 중요한 이슈를 제기하
였습니다. 팬데믹의 경제적 여파는 조직들로 하여금 스

이러한 어려움은 1년전 우리가 작성한 보고서의 ‘경

태핑 레벨, 직원과 팀의 재배치, 인력 확보에 관한 어려

영진 워크포스 정보 격차’를 더 악화시켰습니다. 2020

운 결정을 내리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 글로벌 HC 트렌드 서베이의 응답자 중 97%
가 구성원에 대한 다른 관점의 추가 정보가 더 필요하다

또한 미국의 사회적, 인종적 갈등이 급격히 높아지고

Deloitte Insights

고 답했습니다.

COVID-19는 많은 조직들이 발생 가능한 일을 대비하
는 것에서 가능성은 낮지만 영향력이 큰 일을 예측하는
것으로 준비 방식을 전환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하
도록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가능성은 낮지만 영향력이
큰 ‘블랙스완’급의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지난해 6%에서 올해 17%로 3배 가까
이 증가했으며,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한 준비"를 하겠다

(Setting new directions for work and the workforce)

변화하는 현실

딜로이트 글로벌 HC 트렌드 서베이에 따르면

의하도록 했습니다. 가상 작업 공간에서 일할 경우, 영향
을 가장 많이 받는 업무에 대해서는 생산성, 협업, 관계
형성에서 잠재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이라이트

고 대답한 응답자도 팬데믹 이전(23%)에 비해 두 배 가
까이 오른 47%를 기록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가지, 예기치 않은 일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조직은 신속하게 방향을 전환
하고 새로운 방향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대
부분 실시간 워크포스 인사이트에 따라 행동하고 엑세스
하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새롭게 추가해야 할
요소는 불확실성을 계획하는 워크포스 전략의 활용입니
다. 워크포스를 이해하기 위한 더 다이나믹하고 행동 지
향적인 접근 방식은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리더가 그들
의 워크포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더 나은, 더
빠른 결정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했습니다. 이러한 구성원의 심리 분석을 통해, Lincoln
Financial의 리더들은 미래의 일하는 방식을 구성원의
안전과 정신 건강에 대한 초점을 유지하면서 생산성과
참여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다이나믹 접근 방식을 활성화하려면 워크포스 데이터
는 경제적 가치와 조직적 가치의 연계가 필요하며, 이를
사용하여 시장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살아남을지 뿐만 아
니라 조직의 원칙안에서 구성원과 조직 행동을 어떻게
맞출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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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ocial enterprise in a world disrupted: Leading the shift from survive to thrive

이는 내부적으로는 리더와 구성원뿐 아니라 외부 커뮤

우선 순위의 변화

니티에서도 유용한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 워크포스 데이
터를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워크포스 데이터와
리더와 구성원, 공동체가 목적과 책임을 함께 지기 위해 인
사이트를 공유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끊임없이 변화
하는 환경에서 조직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방향을 수립해
야 하기 때문에 최신 인사이트는 항상 곁에 있어야 합니다.

리는 DE&I 지표뿐 아니라 구성원 생산성, 웰빙 및 우선
순위에 대한 실시간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 리더들이 고
민해야 할 주요 질문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미래의 새로
운 일과 워크포스 방향을 설정하는 것에 어떠한 도움을

각 국의 기관들은 더 깊이 있는 워크포스 인사이트를 얻
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난해 행사에서 부각되었던 구성원의 잠재력, 인재 생
태계, 조직의 가치를 행동으로 전환이라는 세가지 테마
를 가지고 연구하고 알아봅니다.

접근은 나라별 다른 법률, 규정, 표준을 수용하기 위해 변
하기도 하지만 공통적인 맥락은 더 나은 투명성과 강력
한 행동을 촉구하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새로운 결과를 향한 움직임을 촉구하기 위한 워크포스
인사이트를 사용한 강력한 사례는 Edison International과 자회사인 Southern California Edison(SCE)
이 만든 DE&I(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입니다. SCE는 외부 웹 사이트에 DE&I 데이터를 게시
할 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를 더 깊은 수준에서 이해하
고 행동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수행했습니다. SCE
는 여성 협의회 BRG와 협력하여 성별 중심으로 그들
의 경험과 임금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또
한 흑인 직원을 위해 SCE의 비즈니스 리소스 그룹
(BRG)과 협력하여 흑인 직원의 의견을 청취하는 노
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0년 SCE는 임금, 접근
성 및 구성원 정서 전반에 걸쳐 인종과 젠더 표현에 관
한 정보를 공개적으로 공유함으로써 협력업체와 그 생
태계에 대한 투자를 통해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포용
에 대한 의지를 입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은 최초
의 흑인 공동체에 대한 약속 책임 이행과 함께 SCE 공
동체의 사회적, 경제적 형평성을 발전시키기 위한 일
련의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데이터를 투명하
게 공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많은 작업을 거쳤
으며, 우리는 대내외적으로 공개해야 할 책임이 있습
니다." 고 SCE의 조직 문화 전략 부사장은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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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의 잠재력 활용
(CAPITALIZING ON WORKER POTENTIAL)
2020년, 대다수의 조직은 팬데믹과 경제적 여파에 대

을 가장 잘 적용할 수 있는 능력과 방법을 파악할 수 있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람입니다. 즉, 조직은 구성원의 성장 잠재력과 적응력
을 높이는 것 외에도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리더의 능력

한편, 능숙한 리더십은 C-suite뿐만 아니라 개별 그

다. COVID-19는 구성원과 리더가 새로운 요구를 해결
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으로 그들의 워크포스 적용 방법
을 고려하도록 만든 강제 메커니즘이었습니다. 조직은

2021년 딜로이트 글로벌 HC 트랜드 서베이에 참여한

전체 인재 생태계의 활용

경영진 중 60%가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리더

(TAPPING INTO THE ENTIRE TALENT ECOSYS-

십이 준비도 측면에서 최우선 순위로 중요하다고 답했습

TEM)

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많은 리더십이 방향을 설정하

조직의 책임과 역할이 확대되는 것을 알게 되면서, 대

고 규정을 준수하는 데 있었지만, 지금의 효과적인 리더

다수 조직은 전체 인재 생태계에 대한 명확한 시각과 더

십은 코칭, 팀 구성 및 직원의 학습 및 적응 능력을 강화

광범위한 접근을 통해, 이러한 노력을 훨씬 더 효과적으

함으로써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하는 것으로 전환되

로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조직은

고 있습니다. 팀 리더는 팀 내에서 잠재력을 가장 잘 인식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어디서 찾을 수 있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며, 팀 리더는 필요한 역량

는지 더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이러한 역량에 더 잘 접
근할 수 있을수록 운영 격차를 메우기 위해 인력을 더 효
과적으로 배치 및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구성원의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
한 질문 (QUESTIONS TO ASK
TO CAPITALIZE ON WORKER
POTENTIAL)
· 직업의 진화(Job evolution): 직업은 얼

상관없이 필요한 모든 업무로 역할을 확장할 것을 요구

마나 자주, 어떤 직업으로, 얼마만큼 변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과 역할은 구성원들이 실제

있습니까?

했습니다. 그리고 구성원들은 그들이 할 수 있다는 잠재
력이 포착되었을 때, 그들의 업무 능력은 훨씬 그것을 뛰
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직은 조직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누
가 해야 하는지, 그들의 숨은 잠재력이 잘 성취되도록 어
떻게 사람들에게 동기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들의 정
의는 이전에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더 가변적일 수 있다

특히 대체 근로자를 대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조직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재무상
태표상의 인원수를 줄이거나 또는 보다 유연한 대체 인

구성원에게 그들의 업무가 기존 역할에 있든 없든 간에

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반영하기 위해 사실상 확장을

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룹 및 팀의 모든 조직 수준에서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처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스킬을 재배치하고 업무 산
출물을 재고해야 하는 전례 없는 필요성을 경험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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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데이터 중심 방식으로 구성원의 잠재력을 포착하는

2020년 딜로이트 글로벌 HC 트렌드 보고서에서 우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들에 답을 하기 위하여, 올해는
보다 다이나믹한 워크포스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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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대체 근로자로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필요한 역량이 어디에 있든 즉시 아는

· 미래 워크포스 준비도(Future workfor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알려 줍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

-ce readiness): 우리의 구성원은 미래

은 조직이 기존, 대체 근로자 모두를 추적, 측정 및 관리하

의 일을 수행할 준비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기 위한 공통 시스템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게다가

우리의 능력, 경험, 스킬 갭은 무엇이며, 이

팬데믹으로 인해 구성원을 늘리거나 줄이려는 조직의 요

를 어떻게 해소할 것입니까?

구가 생기면서 인재 생태계는 퇴직자 등 조직에서 분리된

· 적응력과 민첩성(Change ability and

근로자에게도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agility): 구성원과 리더는 지속적인 변화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습니까?

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리더들이 이 교훈을 마음에 새

· 미래 리더 준비도(Future leader readi-

긴다면, 우리는 조직이 위기에 처했을 때뿐만 아니라 빠

ness): 리더는 어떤 새로운 동향, 과제 및

른 환경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일과 업무의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

본질을 재평가하는 환경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겁니다. 조

은 리더들이 성공을 위해 필요한 자질을

직은 즉시 조직이 어떤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지 알 수 있

가지고 있습니까?

실제로 인재 생태계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조직은 직원 확
보의 개념을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지를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왜 떠나는지를 이
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단순한 유지율이 아닌, 누가 떠
나고 왜 떠나는지를 이해하고 이러한 패턴이 바람직한 지,
바람직하지 않은지를 밝혀서, 적절한 조정을 위한 전략을
알려 줄 수 있어야 합니다. 2020년 9월, 110만 명의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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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실직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그 근로자의 80%

니다. 미국에서 폭발적인 인종 차별적 사건으로 인해 조

혼란이 새로운 일상이 됨에 따라 조직은 업무(Work),

가 여성이라는 것을 아는 것, 즉 다양성, 형평성(DE&I)이

직들이 DE&I를 준수해야하는 책임이 커졌고, 광범위한

워크포스(Workforce), 업무환경(Workplace) 전략

포함된 분명한 통계치를 아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해고로 인해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의 사회적 계약의 준

을 지속적으로 재평하고 재해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수여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모든

리더는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실시간

리텐션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은 전통적인 근로자,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상의 개인과 조직의

미래 예측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워크포스 거버넌스 관

대체 근로자, 파트 타임 근로자 또는 퇴직한 근로자든 상

책임감 있는 행동을 장려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그 회

행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

· 구성원과의 사회적 계약(Workforce so-

관없이 워크포스 생태계의 다른 부분과 관계를 구축하고

사의 리더에게 묻고 있습니다.

다. 그러나 그 자체를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목표

cial contract): 우리 조직은 정규직, 계약

가 아닙니다. 데이터 기반 인사이트를 통해 조직은 그들

직 및 모든 서비스 제공업체를 어떻게 대합
니까?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각 분야에서 구성원
의 스킬, 동기부여 및 커리어 선호도를 이해하는 것과 마

특히 COVID-19 팬데믹은 특히 웰빙과 관련해 고

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끊임없이 도전하고 도움이 필요

찬가지로 인재 생태계 전반에 걸쳐 모든 인재 부문을 식

용주와 근로자의 사회 계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많

한 업무를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와 방법을 결정할 수 있

별할 수 있는 능력은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질문에 대

은 조직은 구성원의 웰빙에 초점을 맞추었고, 이것은

어야 합니다. 문제는 새로운 결과를 위해 의미 있는 조치

해서는 데이터 기반의 인사이트를 통해 조직이 변화하

구성원이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에만 국한되지

를 취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며, 데이터 수집의 매커니

는 요구에 맞춰 구성원을 보다 쉽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조사 대상 경영진 중 69%는

즘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COVID-19 기간 동안 변화를 시도하여 구성원들의 사

가치를 행동으로 전환

적인 영역과 업무적인 영역에서의 요구를 성공적으로 융

(TRANSLATING VALUES INTO ACTION)

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탤런트 생태계 전반을 활용하기 위
한 질문 (QUESTIONS TO ASK
TO TAP INTO THE ENTIRE
TALENT ECOSYSTEM)
· 구성원의 범위(Workforce footprint):
우리 조직에 직, 간접적인 서비스를 제공
하는 구성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리의 문화, 구성원, 리더십은 외부적으로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하고 공유하며 새로운 방향으로 측정 가능한 진전을 이룰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진화하는 탤런트 요구를 충족

예외사항을 나타내는 어떤 징후를 찾을 수

수 있도록 실행 가능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

시키고 유연성과 탄력성을 구축하며, 새롭고 더 나은 인

있습니까?

워크포스 생태계 포함, 조직의 감지 기능은 여러 채널을 통

력 관리를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혼란을 야기하는 조직

해 여러가지 방식으로 수행되며,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것

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속

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복잡하고 변화하는 환경

적인 혼란의 세계에서 조직은 진화하는 인재 관련 니즈

새로운 워크포스 관리체계와 성과를 이끌 수 있는 역량

에서는 구성원의 일부만 다루는 데이터나 시점 단위 데이

를 충족하고, 유연성과 리질리언스를 구축하여, 더 나은

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터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조직은 그들의 문화를 이
해하고, 위험을 정확히 파악하고, 열정을 일으키기 위해 무
엇을 해야 하는지 결정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정서와 규범

은 조직은 회사 밖의 정서를 감지하여 다른 사람들이 어떻
게 생각하는지를 이해하고 관리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 탤런트 생태계의 건전성(Talent ecosys-

무엇일까요?

· HC 브랜드(Human capital brand): 우

sing): 우리는 구성원의 행동과 규범에서

시장은 얼마나 건전합니까?

직원들 중 누가 퇴사할 위험이 있고, 사유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까?

도를 모두 포함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은 범위를 확보

lent market health): 우리 내부 인력

· 인재유지동인(Retention drivers): 우리

다양한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이 조직에서

이와 같은 결과를 더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사용

에 맞는 총체적 시각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

확장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까?

· 의미있는 다양성(Meaningful diversity):

· 조직 문화 위험 감지(Culture risk sen-

· 내부 탤런트 마켓의 건전성(Internal ta-

tem health): 사내, 외 생태계를 얼마나

이해 관계자에게 걸쳐 있는 인사이트에 대한 조직의 활

가치를 행동으로 옮기는데 필요
한 질문 (QUESTIONS TO ASK
TO TRANSLATE VALUES INTO
ACTION)

동은 경제적, 사회적 목표에 대한 단기적, 장기적 발전 척

2020년에 윤리, 공정성, 포괄성 등 조직적 가치에 대
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새롭게 집중된 행사가 있었습

앞으로 나아가 우선 순위는 워크포스 전략, 데이터 및

내외부 데이터로부터 얻은 인사이트는 조직이 개인
적, 조직적 행동을 조직의 가치에 맞추는 데 도움이 될 수
도 있다는 것입니다. 데이터는 조직의 청렴과 윤리에 대
한 신뢰를 얻기 위해 외부 관계자와 투명하게 커뮤니케
이션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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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2021 딜로이트 글로벌 HC 트렌드 서베이에 따
르면 HR의 능력이 미래 변화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매우
확신(very confident)하는 HR 경영진의 비율이 2019
년 8 명 중 1 명에서 2020 년 4 명 중 1 명으로 두 배가
되었습니다 (figure 5). 경영진들의 HR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졌으며HR에대해"확신하지못하는(notconfident)"

아마도 더 강력하게,
HR을 신뢰하는 응답자들은
더 긍정적인 결과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비율은 2019 년 26 %에서 2020 년 12 %로 크게 떨어
졌습니다.

HR에게 남기는 말

향후 3 ~ 5 년 동안 HR이 변화의 방향을 판단할 능력

기간 동안 조직이 시도한 변화들로 인해 구성원의 사적

이 있다고 확신한 경영진은 조직이 적응하고, 리스킬링

인 영역과 업무적인 영역에서의 요구를 성공적으로 융

하며, 새로운 역할을 맡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판단한 가

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는 데에 2.6 배 더 동의

능성을 2.9 배 더 높게 보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팬데믹

했습니다.

(A memo to HR)

FIGURE 5

일의 재구성으로의 전환 추진 (Accelerating the shift to re-architecting work)

Confidence in HR’s ability to navigate future changes has increased among
both business and HR executives
2020 survey

2021 survey

Based upon HR’s role and impact during the COVID-19 pandemic, what is your level of
confidence in HR’s ability to navigate the changes required in the next three to five years?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사람들이 모든 공간에서 사회적 거리 유지 정책에 따라 원격 기술을 활용
하거나, 개인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당면 과제

Non-HR (business) executives

를 해결하기 위해, HR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비즈니스 경영진의 신뢰도를

HR executives

높였습니다. 조직이 팬데믹에서 벗어나면서, HR은 과거의 일반적인 직원 관리에서 일의 재구성을 하는

50%

역할로 바뀌어, 조직이 성장할 수 있는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새롭게 강화된 입지를 다질 기회

45%

를 갖게 되었습니다.

42%
33%

변화하는 현실

32%

35%

34%
26%

2020 딜로이트 글로벌 HC 트렌드 서베이의 HR 에게

HR 조직이 워크포스 및 비즈니스 문제를 빠르고 창의적

남기는 말에서, 우리는 조직의 워크포스 및 비즈니스 문

으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워크

제를 더 잘 해결하기 위해 그 초점을 확장하고 영향력을

포스의 정책을 표준화하고 시행하는 전통적인 역할에서

확대할 수 있는 더 대담한, "초혁신 인사(exponential

기업 전반에 걸쳐 애자일 방식으로 작업을 조율하는 새

HR)"을 언급했습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은 많은 HR

로운 책임을 지닌 역할로서의 전환을 보여주었습니다.

조직이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조
직, 구성원 및 리더가 새로운 마인드셋과 일하는 방식을

HR이 코로나-19라는 도전 과제를 관리하면서, 비즈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워크포스 이슈는 핵심 비즈

니스 및 HR 리더는 HR의 능력이 조직의 미래 변화를 판

니스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부문과 지역의

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되었

Deloitte Insights

9%

12%

24%

12%

22%

13%
7%
4%

Very
confident

Confident

Somewhat
confident

Not
confident

Very
confident

Confident

Somewhat
confident

Not
confident

Note: 2021 survey n=3,630, 2020 survey n=9,000.
Sources: The 2020 Deloitte Global Human Capital Trends survey and 2021 Deloitte Global Human Capital Trends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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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우리의 견해

또한 변화하는 비즈니스 요구에 맞춰 투자를 할 준비

37

		 넘어, 새로운 결과와 더 나은 결과를 추구하는 데 필요

일의 재구성: 재상상의 실행
(RE-ARCHITECTING WORK:
REIMAGINATION IN ACTION)

우리의 가설

이터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동안 HR의 가장 큰 영향을 받

이 보고서에서 우리는 업무를 "재상상"하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HR 조직이 전사적으

		 브가 아니라 (Looking at the re-architecture

은 것은 전통적인 영역이었습니다 (figure 6). 이제 질문

것에 대해 많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새

로 많은 일을 조율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받았

		 of work not as a one-time project or initia-

은 다음과 같습니다. HR이 긍정적인 모멘텀을 창출하고

로운 결과와 새로운 가치를 달성하려면 재상

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HR

		 tive) 조직의 운영에 포함해야 하는 지속적인 역량

경영진의 신뢰를 높인 상태에서 어떻게 그 모멘텀을 활용

상을 넘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

은 일을 재구상하고 이에 따라 워크포스와 업

		 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하여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를 넘어서 ‘무엇을 할 수 있

단계는 업무를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재상상

무환경을 재상상하는데 앞장서서 미래의 성

는지’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 기회를 활용하여 HR은

· 업무 수행 방식의 중심에 팀과 수퍼 팀을 배치합니다.

은 목적지(결과)인 반면에, 재구성은 우리의

공을 만들기 위한 미션과 마인드셋을 변화시

기능적인 마인드셋에서 전사적인 마인드셋에 영향을 끼

관점에서 그 곳으로 가는 길(과정)입니다. 그

켜야 합니다.

칠 수 있는 방법으로 HR관점을 확대하고, 프로세스에서

이유는 재구성을 통해 재상상을 실행할 수 있

미션으로, 직장내 구성원에서 인간으로, 그리고 인사관리

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업무의 결과를 구상하

에서 일의 재구성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은 아닐까요?

는 것도 하나의 일이지만, 인간의 잠재력을 열

가 되었다고 여긴 가능성이 2.2 배 더 높았습니다.

이것은 HR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설문 조사 데

어주는 방식으로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질문이 아닙니다. 조직의 성장

있고 작업이 수행되는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과 번영을 위해, HR은 더 넓은 일의 개념으로 확장시켜

경험하고 살아갈 것인지를 모델로 삼을 수 있

최적화(optimizing)에서 재설계(redesign-ing)로,

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일의 재설

즉 일의 재구상(re-architecting) 및 업무 관련 도전적

계, 변화를 가져오는 방법은 재구성의 잠재력

과제를 재상상(reimaginig)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간

을 가져와 현실로 만듭니다. 조직이 진정으로

단합니다. HR이 이러한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을 때 조

성장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마지막 단

직은 더 탄력적이며 구성원의 권한은 더 강화되며 조직

계입니다.

		 한 작업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달성하는 데 중요합
		 니다.

· 분석 및 종합, 문제 해결, 소셜 인텔리전스와 같은

도구(enabler)임에도 불구하고, HR 조직을 재조직하

		 고유한 사람의 능력에 중점을 두고 (a focus on

거나 재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HR은 "그냥 단순히 참

		 uniquely human capabilities such as analy-

여"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경영진의 회의 석

		 sis and synthesis, problem-solving, and so-

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cial intelligence) 구성원의 잠재력을 식별, 육성
		 및 활용하여 구성원 개발에 접근해야 합니다.

오히려 조직 전체에서 오너십을 가지고 업무를 재구
성하는데 있어 HR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신중하
게 추진한다면, 생산성 향상에서 애자일 향상, 혁신에 이

FIGURE 6

The top-ranked areas of HR impact during the pandemic were all within
its traditional scope

식을 높인 것으로 보입니다. 설문 조사에서 비즈니스 및

What are the top areas where your HR organization made an impact during the COVID-19 pandemic?

HR 경영진의 61 %는 향후 1 ~ 3 년 내에 일을 재상상하

Area of focus

Percentage of executives
who said that HR made
a positive impact

Percentage of executives
who said that this was HR’s
remit prior to COVID-19

73%

85%

1

Protecting workforce
health and safety

2

Increasing communications
with the workforce

54%

81%

3

Promoting worker
well-being

39%

91%

Note: n=3,630 (executives).
Source: The 2021 Deloitte Global Human Capital Trends survey.

Deloitte Insights

		 ter of how work gets done.) 혁신을 추진하기

HR이 전사적인 마인드셋을 도입하는 것은 필수적인

올 수 있습니다.

Rank

		 (Putting teams and superteams at the cen-

		 위해 HR 내부와 기업 전반에 걸쳐 필요합니다.

르기까지 긍정적인 변화를 만드는 새로운 결과를 가져

은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일의 재구성을 일회성 프로젝트나 단순한 이니셔티

코로나-19는 이러한 잠재적 혜택에 대한 리더의 인

는 것으로 일의 혁신에 대해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
습니다. 29 %만이 팬데믹 이전의 경우라고 답했습니다.

일을 성공적으로 재구성하려면 HR과 조직이 직무, 팀
및 기능에 접근하는 방식에 몇 가지 변경이 필요합니다:

· 사람 및 기술 역량의 통합을 포함시킬 수 있게 역량
		 의 정의를 확장해야 합니다. (Expanding the de		 finition of capabilities to include the integra		 tion of both human and technological capa
		 -bilities.)
· 새로운 일하는 방식을 수용할 때 발생하는 리더십과
		 문화적 영향을 인식하고 사전에 관리해야 합니다.
		 (Recognizing and proactively managing
		 the leadership and cultural implications that
		 come from embracing new ways of working.)

우선 순위의 변화

· 일의 중점을 산출물에서 결과 그자체로 변화시킵니다.

일과 일 관련 문제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일의 재

		 (Shifting the focus of work from outputs to

구성에 대한 가장 즉각적인 요구 사항 중 일부는 HR 자

		 outcomes.) 이러한 사고 방식의 변화는 오늘날 수

체의 책임에 포함됩니다.

		 행되는 작업을 더 저렴하고 빠르게 수행하는 것을

figure 7 하단의 차트는 HR이 이 보고서에서 강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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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네 가지 다른 추세의 맥락에서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결

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HR은 조직이 수행하는

From optimize to redesign to re-architect: HR’s path to achieving new
outcomes

과의 진행 상황을 보여줍니다.

일의 정도와 범위에서 떨어져 있어서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조직을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일을 구성하

이러한 예시에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연결고리는 결과
의 확장, 초점의 확장, 결과적으로 조직에 대한 가치 증대

THRIVE

는 방법을 알아내기 위한 가이드로서의 구성원이 필요
합니다.

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보려면 원격 근무의
이슈를 고려하십시오. 예를 들어, 전통적인 HR 대응책
은 재택 근무를 위한 인체 공학적 의자를 제공하기 위해

이것은 워크포스를 기계적으로 대하는 것에서 창조
적인 힘으로 대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웰빙 보조금을 제공하는 데 집중할 수 있으며 이는 긍정

SURVIVE

Don't stop
here

Optimize

Well-being

Redesign

Re-architect

THRESHOLD 1

THRESHOLD 2

THRESHOLD 3

Improve employees’
health and safety and
their access to tools and
programs for remote work

Extend well-being from
employees to all workers
and all aspects of
workforce well-being

Lead the integration of
workforce well-being in
the flow of work (and life)

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나, 더 광범위하게 살펴보면 HR

이 모든 것을 효과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은 HR의 어젠

은 구성원의 신체적 건강을 관리하는 것 외에도 더 실질

다가 비즈니스 어젠다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원격 근무로의 전환의 본

미합니다. HR은 조직 전체의 다른 이해 관계자와 긴밀

질은 리더가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히 협력하여 업무 재구성에 협력 및 지침을 제공해야 합

관리, 지원 및 개발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상황

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HR은 조직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에서 효과적인 리더십이 무엇을 수반하는지 이해하는 것

통합적 사고와 행동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 HR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지 알 수 있는 기회를

HR은 조직을 보다 "조화로운" 방식의 여정으로 이끌 수

제공합니다 : 조직의 리더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더 잘 이

있는 기회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해하고, 올바른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고, 리더십
개발 계획과 성과 지표 및 인센티브를 구성합니다. 궁극

코로나-19의 경험은 HR이 비즈니스와 워크포스를

적으로, 많은 워크포스가 원격으로 유연하게 일할 수 있

위한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새로운 문을 열

는 미래를 위한 차세대 리더를 준비합니다.

었습니다. 이제 HR이 이 문을 통과하여 일을 구성하는
사람으로서의 진정한 잠재력을 실현하기 시작할 때입니

Beyond reskilling

Superteams

Governing workforce
strategies

Implement new learning
technologies and talent
marketplaces to build
new skills, and provide
employees choice in
development

Focus on and unleash
worker potential, and
play a lead role in
re-architecting work
for new outcomes

Implement and manage
change around work
automation

Focus on building
"superjobs" to augment
workers’ skills to improve
their productivity with
technology

Facilitate and develop
superteams, integrating
workers and technology
for new solutions and
services

Improve the generation
of and access to historical
employee data

Extend to the full
workforce ecosystem with
analyses to improve
performance, establish
benchmarks, and identify
issues

Generate forward-looking,
real-time insights to sense
opportunities and set new
directions and actions for
business leaders, workers,
and external stakeholders

Accelerate skill
development programs
for high-demand skills
and roles

"재구성" 상태에 도달하려면 통합적 사고 및 협업 재

다. 이 역할을 수용함으로써, HR은 전체 조직에 걸쳐 영

능과 같은 기술과 능력을 개발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더

향력을 확대하고 HR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직을 보다 광

욱 중요한 것은 일을 재구성하려면 HR이 구성원들로부

범위한 경제적 및 인간적 목표를 향해 추진하기 위해 전

터 배우고 협업하여 기회를 식별하고 새로운 접근 방식

체 워크포스로 초점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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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에 대한 준비도는 조직의 일과 워크포스 관리

관점은 불확실성 앞에서 조직이 대담하게 운영하게

에 결정적으로 달려 있다는 점도 분명해졌습니다. 2020

끔 도전합니다. 관점을 갖춘 조직은 수많은 미래와 선택

년도의 글로벌 보건, 재정 및 사회 자본 위기가 일과 구

지에 혼란스러워하기 보다 이러한 변혁을 새로운 기회

성원에게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며, 조직은

와 가능성을 상상하는 발판으로 삼습니다. 우리는 자신

일에 대해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그리고 누구에 의해

있게 전진할 수 있는 능력은 일의 재구성에 달려 있다고

할 지 전면적으로 변화시켜야 했습니다. 한 해의 혼란을

주장합니다. 일의 재구성은 재상상의 실행입니다. 이는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에서 일과 구성원들의 우위는, 알

새로운 결과와 새로운 가치의 추구에서 인간의 능력을

수 없는 미래에 대비하는 것에 있어서 조직이 업무를 구

확장할 수 있게 일을 의도적으로 설계하는 방법입니다.

조화하고 구성원을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보여주
고 있습니다.
지난 10년은 일의 영역의 상당한 경제적, 사회적 변혁

2019년도에 세웠던 계획들은 산산조각 나고 준비도에

으로 물들었습니다. 조직은 이러한 변혁에 대처하기 위해

대한 조직의 관점 또한 무너졌습니다. 경영진은 예측 가

앞다퉈 각 순간에 맞게 비즈니스 모델과 프로세스를 조

능한 점진적 사건에 대해서만 계획하는 건 알려지지 않은

정하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고 노력

무수한 미래에서 성장하기 위한 견고한 토대가 될 수 없

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도에 그동안 조직의 익숙했던

다는 것을 인지하며 준비도에 대한 접근 방식을 전환하고

대응 범위를 넘는 규모의 혼란이 발생했을 때, 순간적으

있습니다 (figure 1).

로 반응하는 대응책으론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게 인간과 테크놀로지 사이의 인지된 충돌을 초월하기
웰빙, 리스킬링, 슈퍼팀, 워크포스 전략, HR의 역할

위해 이 세 가지 렌즈를 통해 일과 워크포스를 살펴볼 것

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불확실

을 요구했습니다. 올해 조직이 코로나-19 위기를 어떻

한 미래에서 일과 구성원을 준비시키는 건 조직이 하

게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끊임없이 지속

는 모든 일에 인간적인 요소를 반영하는 데 달려 있습

하는 혼란과 변혁의 세계에서 이 세 가지 특성은 조직이

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은 일의 인간적 요소를 반영

생존에서 성장으로 더 빨리 나아가기 위해서 필수적임을

(humanize)하여 구성원, 조직 및 사회 전반에 지속적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 가치 창출을 위한 세 가지 특성인 목적(purpose), 잠
재력(potential) 그리고 관점(perspective)을 포용해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FIGURE 1

COVID-19 is shifting organizations’ approach to preparedness toward
considering multiple and unlikely futures
Which statement best describes your organization’s preparedness prior to the COVID-19 pandemic?
Which statement best describes how your organization will define preparedness moving forward?
Prior to COVID-19

목적은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일련의 가치로 조직을
굳건하게 합니다.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인간의 이해관
계가 교차하는 곳에 있는 가치들은 어떤 행동과 결정을

Moving forward

저울질할 수 있는 벤치마크의 역할을 합니다. 목적이 확

No preparedness strategies

고한 조직은 예측하고 계획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공

28%

통되고 의미 있는 목표를 중심으로 구성원을 동원하기

4%

위해 일에 의미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Focus on likely, incremental events
43%

잠재력은 조직이 구성원의 역량을 보다 역동적으로 살

32%

펴보도록 장려합니다. 친숙함에 대한 대비가 과제일 때

Focus on multiple scenarios
23%

는 조직은 고정된 직무 기술서, 진로 및 학습 프로그램

47%

Focus on unlikely, high-impact events
6%
17%

에 의존하여 구성원의 역량을 활용하고 개발할 수 있습
니다. 그러나 조직이 미지의 영역에 대해 끊임없이 대비
해야 하는 세상에서는 리더는 구성원의 성장 잠재력을
이해하고 계획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대응과 예측 모두

Note: n=3,630 (executives).
Source: The 2021 Deloitte Global Human Capital Trends survey.

Deloitte Insights

2020 딜로이트 글로벌 HC 트렌드 보고서는 조직에

를 가능하게 하는 방식의 잠재력 실현을 도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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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이후의 목적: 북극성을 세우며
(Purpose in a world disrupted:
Establishing a north star)

2021 Deloitte Global Human Capital Trends

지점을 발견하는 인간 본연의 능력에 의존하기 때문에

"We want to create more transparency
for our employees and leaders about
where we have opportunity [to further our
commitments to make our organization
more inclusive]."

본질적으로 인간다움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지점을 이
해하면 리더는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모두에 부합
하는 목적을 발견하고, 이를 그들의 선택을 지속해서 가

2020년도는 변혁에 직면하였을 때 조직의 방향을 수

이드 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습니다.

립하는 데 있어 목적의 중요성을 가르쳐줬습니다. 우리
는 목적을 수용한 조직들이 그들의 구성원, 팀, 그리고
리더들을 조직이 성취하고자 하는 공통된 이해에 집중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직들은 목적을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공통된 목표에 구성원들을 일치
시키며, 소속감을 키우고, 가장 긴급한 조직적 및 사회
적 목표에 에너지와 자원을 집중시키는 원동력으로 삼
았습니다.

화를 추진하기 위해 경제적, 사회적 요구를 한 곳에 모
으는 데에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의 한 예로 Edison
International과 그의 최대 자회사인 Southern California Edison(SCE)이 있는데, 이 조직은 조직의 워크
포스 및 포용력에 대한 약속인 EEOC(평등 고용 기회 위

자 그룹에 발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SCE의 사람, 문
tian)은 Delta Air Lines의 목적의식을 코로나-19 위
기를 견딜 수 있었던 주요 요인으로 평가합니다. "제가
CEO로 취임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임무가 무엇이고 목
적이 무엇인지를 연구했습니다. 팬데믹 전에도 우리의
목적은 명확했는데, 이는 팬데믹이 시작했을 때에도 도

화 및 전략 부사장인 나탈리 쉴링(Natalie Schiling)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구성원과 리더에게 조
직을 포용력 있게 만들기 위한 우리의 약속을 더 발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것입
니다. 우리보다 세상을 더 잘 연결하는 곳은 없습니다."

SCE는 DE&I 관련 정보와 DE&I에 대한 약속 및 가치

2021 딜로이트 글로벌 HC 트렌드 서베이에 참여한

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조직과 구성원에게 중요한 문

경영진 중 72%는 "구성원이 새로운 역할에 적응하고 리

제들에 대한 공공의 대화에 자신의 목소리를 얹는 플랫

스킬링하며 맡을 수 있는 능력"이 조직의 향후 변혁을 항

폼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플랫폼은 타조직이 자신의

해하는 능력으로 가장 중요하거나 두 번째로 중요한 요

행보에 따라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영진 중 17%만이

있게 함과 동시에 SCE의 직원들이 조직 내에서 실질적

자신의 조직이 새로운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구성원을

인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대화와 주제를 제기할 수 있게

적응시키고 리스킬링할 준비가 "매우" 되어 있다고 응답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했으며, 이는 리더의 우선순위와 조직의 구성원 육성 방
식의 현실 사이에 상당한 괴

시킬 기회들이 어디에 있는지 투명하게 만들고 싶습니
다." SCE의 다양성 및 포용성 책임자인 리지 토마스(Liji
Thomas)는 이 견해를 확대합니다:

움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성원들은 리더십의 서포트가
있고 조직의 목적과 연결된다고 느낄 때 가장 최선을 다

— Natalie Schilling, vice president of people, culture, and strategy
Southern California Edison

목적의 강력한 발현은 조직 및 사회 내 의미 있는 변

원회) 유형의 정보를 구성원, 이사진 및 외부 이해관계

Delta Air Lines의 CEO인 에드 바스티안(Ed Bas-

이 여정에서의 진정성은 먼저 나서서 일선에서 투명하
게 리드하는데 있습니다. 한 산업을 성공적으로 전환하
거나 Fortune 250 기업들 내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Part of being authentic on
this journey is to go first
and to lead from the front
with transparency."
— Liji Thomas, head of diversity and inclusion,
Southern California Ediso

변화를 만들기 위해선 다른 참가자들을 대화의 자리로
목적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모두 부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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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많은 조직이 여전히 구성
원을 제한적인 관점으로 보
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괴리
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대
다수는 구성원을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다양한 배경

초대해 서로의 데이터를 공유해야 합니다.

과 경험, 관심사를 가진 개

팬데믹 이후의 잠재력: 인적 역량을 활
용하며
(Potential in a world disrupted:
Capitalizing on human
capabilities)

"Our people can do their very best when
they have leadership support and feel
connected to the organization’s purpose."
— Ed Bastian, CEO, Delta Air Lines

Deloitte Insights

인으로 여기기보다는 고정적인 역할을 기술하는 정도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조직은 목표를 추구
할 때 구성원의 잠재력을 키우고 그들의 열정을 활용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AstraZeneca는 구성원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코
지속되는 변혁 속에서 성장하기 위해 조직은 구성원과

로나-19 백신 개발이란 긴급한 필요성을 채우기 위

팀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해야 합니다. 구성원의 잠재

한 자원을 신속하게 활성화한 조직의 한 예시입니다.

력을 이해하고 활성화하는 조직은 인간의 독창성을 활용

AstraZeneca의 부사장이자 글로벌 프랜차이즈 감염

하여 조직적 속도와 민첩성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책임자인 토냐 빌라파나(Tonya Villafana)는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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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 대응을 사내에 흩어져 있는 인재 및 옥스퍼드 대

데 구성원의 성장과 고성과에 대한 잠재력에 주목해야

ServiceNow는 코로나-19 동안 이러한 방식으

우리는 코로나-19 위기 동안 일이 무엇이고 어떻게

학과의 협력으로 다양한 전문가 집단을 활용한 조직의

하는 가치를 인지했습니다. ServiceNow의 CEO인 빌

로 방향을 전환한 조직 중 하나입니다. 2020년 3월에

수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가정을 조직이 재고

능력에 기인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AstraZeneca는 분

맥더모트(Bill McDermott)는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

ServiceNow는 리더들이 일의 미래, 디지털 혁신의 미

해야 했을 때 일의 재구성의 힘을 보았습니다. 다른 일련

야 최고 전문가들에 더불어 백신 개발팀에 "열정적으로

는 두 개의 주요한 고품질 제품을 정시에 출시했고, 실제

래, 그리고 기업의 미래에 관해 토론하는 포럼으로 "blue

의 가정에 따라 일을 재구성하고 그러한 변화를 실행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고성과자들"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작성한 코드의 양은 이전보다 증가했다"고 말합니다. "

sky" 전략 세션을 개최했습니다. 그러나 신흥 팬데믹의

옮기는 능력은 조직의 생존에 필수적인 것으로 입증되었

이 경험을 통해 경영진은 인간의 능력과 이를 활성화했

먹구름 아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재고했을 때 CEO인 빌

으며, 또한 이 능력은 팬데믹이 물러난 후에도 오랫동안
조직이 성장할 수 있게 합니다.

그들은 적재적소에 투입된 적임자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전

을 때 어디에서든 훌륭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맥더모트(Bill McDermott)는 "만약 우리가 전 세계의

염병 전문가일 필요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결과를 내고자 하

에 대한 의식이 높아졌습니다." 그는 구성원이 자기 일에

팬데믹 대응을 도울 수 없다면, 파란 하늘은 없을 것이다"

는 열정과 진심으로 하고 싶어 하는 에너지를 가지는 것입니다.

창조성과 진취성을 가져오게끔 신뢰하는 것의 중요성을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대신 어떻게 ServiceNow

아마도 이러한 이유로 딜로이트 서베이에 참여한 대부

강조합니다. "인재는 신뢰와 존중받는 곳에서 일할 것이

가 빠르게 혁신하고 새로운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여 조

분의 경영진은 일을 보는 관점을 우선순위화하고 있습니

AstraZeneca는 회사 생태계가 보유한 잠재력 또한

며, 그들의 생산성, 개성 그리고 창의성은 새롭고 특이한

직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 비즈니스 운영을 유지할 수 있

다. 61%는 조직의 향후 일의 혁신 목표를 일의 재상상

활용했습니다. 공통의 목적으로 연합된 이 기업은 학계

방식으로 분출됩니다. 그들은 전에는 해본 적이 없던 것

게 지원할 수 있는지에 회의의 초점을 변경하였습니다.

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응답하였는데, 팬데믹 이전에

및 규제 기관과 협력하고 새로운 작업 방식을 채택하여

을 하기를 원하지,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고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ServiceNow는 4개의 긴급 대

는 29%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figure 2).

과거에 몇 달 또는 몇 년이 걸렸을 수 있는 백신 실험을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응 관리 애플리케이션을 신속하게 출시하였으며, 또한

몇 주, 몇 개월 만에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러
한 협력의 성공적 경험이 앞으로 의미 있는 변화들로 이
어지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빌라파나(Villafana)에 따
르면:

저는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하는 측

모든 사람의 업무 복귀가 효과적일 수 있게 안전한 업무

팬데믹 이후의 관점: 담대한 발걸음을
위한 일의 재구성
(Perspective in a world disrupted:
Re-architecting work to take bold
steps forward)

면에서 산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우
리가 인류로서 이러한 협력을 더 잘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
기를 바랍니다.

불확실성을 자신의 미래를 창조할 기회라는 관점을 가
지고 행동하기 위해서 조직은 과거에는 일상적이고 편했
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더라도 담대하게 나아갈 태

디지털 워크플로우 회사인 ServiceNow도 위기 가운

도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We added] high performers who were really
passionate and wanted to get involved [with our
vaccine development team] ... Not everyone has to
be an infectious disease expert. It was more about
having that kind of passion to deliver and the energy
to want to do it."
— Tonya Villafana, vice president and global franchise head of infection, AstraZeneca

Deloitte Insights

환경 애플리케이션 제품군을 개발하였습니다.

일의 재구성이란 업무 및 활동의 자동화 이상을 의미
합니다. 그것은 일을 사람의 강점 중심으로 설계하며 인
간의 성취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일을 구성하는 것입

불확실성 속에서 담대한 단계를 실행할 준비를 하는

니다. 이것이 우리 서베이의 경영진이 인간 잠재력과 가

것은 일의 재구성과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새로운 경로

장 관련된 두 가지 요소를 일의 혁신에 가장 중요하다고

를 개척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일을 지속적으로 검토함

선정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figure 3). 기술도 중요하

으로써 일의 재상상을 실행에 옮기는 것에 달려있다는

지만, 이것은 기술만의 과제가 아니라 인간과 기술이 함

것이 우리의 견해입니다.

께 해야 하는 도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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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일의 혁신 용어 정의 (WORK TRANSFORMATION DEFINITIONS)

Both workforce capability and technological capability are critical to
transforming work

본 보고서는 2020년 보고서의 다섯 관점에 바탕을 두고 생존에서 성장으로의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What are the most important actions you are taking or will take to transform work?

웰빙을 위한 업무 설계: 일과 삶 균형의 끝
· 일의 최적화(Optimizing work): 동일한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
· 일의 재설계(Redesigning work): 테크놀로지와 인간의 새로운 조합으로 동일한 업무 성과를

Building an organizational culture
that celebrates growth,
adaptability, and resilience

45%

41%

Building workforce capability
through upskilling, reskilling,
and mobility

Implementing new technologies

35%

31%

Establishing new work practices,
policies, and incentives

Restructuring the organization
to support new work outcomes

22%

16%

Building portfolios of humans
and machines working together

달성하는 것
· 일의 재상상(Reimagining work): 테크놀로지와 인간의 새로운 조합으로 새롭거나 구별된 업무
성과를 달성하는 것

Note: n=3,630 (executives).
Source: The 2021 Deloitte Global Human Capital Trends survey.

FIGURE 2

Executives are shifting their focus from optimizing work to reimagining
work
How were you thinking about work transformation prior to the COVID-19 pandemic?
How are you thinking about work transformation in the next one to three years?
Prior to COVID-19

인간의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리더십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실제로 리더십은 우리 서베이에서 변화의

Moving forward

자들이 있었지만, 우리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
한 것은 오늘날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원동력으로 확인된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경영진

Not transforming work

응답자의 60%는 리더십 행동이 향후 준비에 대한 비

7%

전을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또한 우

3%

이런 시기에 섬길 수 있는 건 영광이자 특권입니다."6

선순위화 하는 것; 스킬 및 경험, 조직문화; 비전제시
를 일의 혁신을 방해하는 가장 큰 3개의 리더십 이슈

Optimizing work

32%

로 꼽았습니다.

ServiceNow의 맥더모트(McDermott)도 강력한
리더십을 요구하는 부름에 응답하였습니다. "저는 과

10%

거를 수확하는데 그 어떤 관심도 두지 않고 오직 미래

Redesigning work

32%
27%

Delta Air Lines의 바스티안(Bastian) CEO는 위

를 개혁하고 재구성하고 재상상하기 위해 해야 할 모든

기의 기간 강력한 리더십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것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팬데믹 이전의

2020년 2월 사상 최대 매출과 실적을 달성한 이 기업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맥더모

은 불과 30일 만에 기존 매출 기준 약 3%에 불과한

트(McDermott)는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조직의

수익을 내며 급격한 혼돈을 경험했습니다. 바스티안

성공을 가능하게 하는 데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이라고

(Bastian)은 "95년 역사에서 우리 회사는 지금처럼

그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람이 모든 것인 세

리더십이 필요한 적이 없었다"고 회고했습니다. 하지

상에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인간다움의 순간에 와

만 그는 또한 Delta Air Lines의 구성원들에게 회사가

있으며 사람으로 귀결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연결점도

위기를 헤쳐나가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공로를 표했습

무용해질 것입니다."

5

Reimagining work
29%
61%

Note: n=3,630 (executives).
Source: The 2021 Deloitte Global Human Capital Trends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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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 수도 있고 스트레스와 도전의 크기는 놀랍지만

니다. "우리에게는 이 회사를 설립한 많은 훌륭한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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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으로의 부름 (A call to action)

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을 재상상하는
것이 끊임없이 변화되는 세상에서 새롭고 더 나은 결과

지난 한 해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일과 구성원에 대
한 조직 결정의 중심에 인간다움을 두는 것이 변혁에 앞

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의 핵심이라는 관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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