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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force Transformation
Strategy
Dynamic Enterprise of the Future 완성을
위한 10가지 전략

1. 시장, 기술, 기업의 변화
- The Humachine Concept으로의 Workforce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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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Workforce와 업무 환경의 늦은 변화
기업 임직원들의 업무환경과 업무 방식은 시장과 기술보다 빠르게, 혹은 같은 속도로 라도 변화하고 있는가?

Faster Decision
Making?

more suitable work
competencies?

✓ 시장과 경쟁자도 변하고
초연결사회와 첨단 기술의 지원

✓ 기술은 시장보다 빠르게
발전하며 시장을 Leading

자동화(디지털화)된 업무 환경

IoT
Big Data

무료로 배포되는 외부Tool 로 인한
선택의 폭 확대

Mobile

정보 및 자료의 홍수

Social

access to more
accurate information?

✓ 회사의 임직원들은 과연 변화 하였는가?
의사결정 및 업무의 복잡성 증가

Cloud

고령화와 함께 찾아온 인구 감소

?

Efficient working
environment?

파편적 기술 수용

(e.g. 분석기술은 마케팅에서만)

갈수록 심화되는 조직의 Silo
AI

BU에서 자체적으로 도입하는 IT 기술
정보의 홍수로 정보의 접근성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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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경영관리 기법의 유효성 검토 필요

(1/2)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경영관리 방식은 과거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진 것들이며, 향후 저성장 (또는 마이너스 성장 시대)에
유효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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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경영관리 기법의 유효성 검토 필요

(2/2)

저성장 시대에는 예측할 수 없이 변하는 환경에서는 과거의 경영관리 체계를 신속히 고도화 시키고 적응성과 유연성 강화가 필요

고성장 시대

저성장 시대

• 항시 공급이 더 많음 (평생직장)

• 사람은 많으나 적임자는 부족

• 자동 승진 및 호봉제 타입 보상

• 꼭 필요한 사람을 필요한 위치에 배치

• 4인 가족 기준의 복지제도

• 인구 통계학적 변화 반영

• 평가와 육성은 형식적

사람관리

• 디지털 스킬 강조

• 업의 전문성을 강조

• 업의 확장성, 융합이 중요

• 6시그마 등 효율성 향상 노력

• 효율성을 넘어 자동화 강구

• 속도보다 방향을 우선시

• 방향보다 속도

• 전문가 보다 담당자에 의지

사업관리

• 직무별 역할 수행 강조

• 자사만의 특수성을 먼저 고려

• 글로벌 표준 도입 필요성 인식

• 필요하면 더 붙이는 방식의 개선

• 시스템 유지보수는 외주화

• 데이터 중요성 인식 부족

• 데이터 중요성 부각

• 낮은 개발 단가와 부족한 운영인력

인프라/
시스템

• 높아지는 AI, Big Data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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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HR 3.0 now?
팬더믹 이전에 IBV 연구에 따르면 향후 3 년 동안 세계
12 개 경제 대국의 1 억 2 천만 명의 근로자가 AI 및
지능형
자동화의 결과로 재교육 또는 재배치가 필요하였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과제는 더욱 악화 되고 있습니다. 최고
경영진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함에 따라 혁신을 수행하는
가장 큰 장애물 중 임직원 스킬의 부족을 꼽았습니다.
COVID-19는 직원이
고용주에 대한 기대치를
영구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직원들은 이제 고용주가
신체적, 정서적 건강을
지원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비즈니스 리더는 이러한
영역에서 좋은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직원들은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IBM의 조사에 따르면
리더와 직원이 이러한
격차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인 지에 대해 상당한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HR이 이러한 변화를 주도
해야 하는 긴급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HR 자체는
재창조 되어야 하며, 2008
년 CFO 역할이 그랬던
것처럼 CHRO 역할도
진화해야 합니다.

HR 3.0에서 HR은 민첩한 조직으로 혁신적인 솔루션, 인공지능
도구 및 투명성을 조직에 적용합니다.
산업
HR 1.0
주요 초점

조직
설계의 기반
의사 결정의
기반

주요 측정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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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준수
행정 관련 설계
프로그램 및 직무
부서, 서비스 센터, HR
파트너
지리적 위치에 따름
베스트 프랙티스
벤치마킹
직관
직무
성과
자연
직원

인터넷
HR 2.0

디지털
HR 3.0

프로세스 전문가

사용자에 대한 디자인 씽킹

프로세스의 탁월성
표준화
셀프 서비스
공유 서비스
전문가 조직(COE), 공유 서비스,
HR 비즈니스 파트너
대부분 세계적으로 표준화됨

과거 HR 데이터를 사용한 분석
평가
평가
감소율
만족도

인원수
역량
다양성 확보
효율성 지표
직원 참여

직원 경험
코그너티브 기술
개인화
투명성
오퍼링 매니저,
지능형 챗봇, 특별 대응팀, HR
비즈니스 파트너

예측적 AI 및 풍부한 내외부 데이터를
사용하여 얻은 실행 가능한 인사이트
중요 스킬
리더십 파이프라인 다양성
포용성
자연 감소율
NPS(Net Promoter Score, 순고객 추천 지수),
정기 설문조사

2. Workforce Transformation Strategy
- HR 3.0으로의 여정을 가속화하기위한 10 가지 중요한 실행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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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O는 어떤 직원 프로그램과
활동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합니까?
여정을 가속화 할 투자는
무엇입니까?
조직은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큰
비즈니스 성과를 볼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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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 Area 1

1

지속적이고
투명하게 직원
성과 측정

지속적인 외부자의 파괴 환경으로 인해 인력 적응력 및 업무
조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피드백이 중요합니다.
HR 3.0에서 성과 측정 도구는 직원 관점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목표와 프로젝트는 투명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결과를 향한 조직의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관리자와 직원은 일년 내내 목표를 재검토하고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적시에 변경합니다. 평가는 다차원적이고 다 채널
통해 이루어
집니다.
스킬 관련성 및 성장은 성과 관리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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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 Area 1 | Measure employee performance continuously

HR 1.0
•

연례 절차, 혹은 공식적인
절차가 없는 경우도 있음

HR 2.0

HR 3.0

•

연례 절차

•

단기적 목표

•

연간 목표 및 연간 성과

•

지속적인 피드백

•

단일 측정 기준(예: 생산성)
기반의 평가

•

다차원적 평가 또는 평가
없음

•

관리자가 평가 및 상담을
책임 짐

•

연간 목표 및 연간 성과

•

단일 요소 기반 평가

•

관리자 중심

•

•

성과를 기반으로 보상을
결정

팀 기반 의사결정 및 조직
전체를 고려한 조정

•

성과를 기반으로 보상, 승진, •
내부 기회를 결정

•

독립적 프로그램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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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를 기반으로 직원에게
실적 향상, 지속적인 스킬
습득, 내부 기회 획득을
위한 코칭을 제공
모바일 앱을 통해 지속적인
피드백과 업데이트가 가능

Action Area 1 | Measure employee performance continuously

General Electric: 성과 관리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
여러 산업 분야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미국의 다국적
기업인 General Electric은 철저한 연례 성과 관리를
실시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1980년대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에 이 회사는 엔터프라이즈 디지털
혁신의 일환으로 프로그램을 완전히 개편했습니다.
새로운 체제에서는 직원과 관리자가 모바일 앱을
정기적으로 사용하여 장단기 목표를 확인 및 논의하고

우선 과제를 업데이트(Continue or Consider)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대화와 책임 공유는 이러한
새로운 접근법의 핵심 원칙으로, 관리자와 직원 간의
신뢰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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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 Area 2

2

리더의 새로운
역할에 투자

HR 3.0의 리더십은 협업, 경청 및 불확실성을 탐색하는
능력에 중점을 둡니다.
리더는 팀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민첩성, 의사 소통 및
적응성과
같은 행동 특성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팀이 혁신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코치입니다.
리더를 식별하고 개발하는 방법은 HR 3.0으로 운영되는
조직에서 중요합니다.
강력한 성과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조직의 목표 행동을
모델링하는 리더를 구별합니다.
선구적인 조직은 잠재적인 리더를 예측하기 위해 행동 과학과
데이터로 전환하고 있으며, 리더십 스킬과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직원의 감정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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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 Area 2 | Invest in the new role of leadership

HR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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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2.0

HR 3.0

•

연공서열 기반 리더십

•

성과 및 연공서열 기반 리더십

•

성과 및 행동 기반 리더십

•

위계적

•

수평적 조직 구조

•

코치 역할을 수행하는 리더

•

경력 초기에 순환 배치
프로그램 운영

•

리더십 개발을 위해 경험(예:
임원 코칭)과 교육 결합

•

•

강의실 기반 교육

•

•

신규 관리자 교육은 한 번으로
끝남

경영진이 중심이 되어 성장
잠재력 식별

섬기는 리더–주요 자질 포함(팀
지도력, 지시하지 않고
경청하는 자세)

•

지속적으로 몰입과 경험을 통해
학습

•

행동 과학 기반 평가와 예측
분석을 통해 잠재적 리더 발굴

•

관리자 육성에 직원 참여 점수
활용

•

리버스/팀 멘토링과 코칭

•

전방위적 평가

Action Area 2 | Invest in the new role of leadership

Case Study: 미국의 가정 간호 및
호스피스 기업
미국의 한 가정 간호 및 호스피스 기업은 최근 리더의
“모범” 자질을 정의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회사는 포용력 있는 설계 중심 접근법을 취하며 주요
이해 관계자들에게 성공에 필요한 스킬과 행동을 정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스킬 및 행동과 비즈니스 성과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이와 같은 정성적 의견에
데이터 분석이 적용되었습니다.
분석 결과는 프로파일로 기록되어 성공에 필요한 지식,
경험, 개인적 자질을 분명하게 규정하는 직무 성공에
관한 전체적인 그림을 제공했습니다. 이 프로파일은
적합한 스킬을 갖추고 행동을 보여주는 리더를 모집하고
육성하는 일에서부터 승계 계획 및 리더십 성과 평가를
위해 리더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는지 예측하고
확인하는 일까지 직원 라이프사이클 전반에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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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 Area 3

3

애질리티와
디자인 씽킹을
위한 HR역량
구축 및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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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3.0에서 HR은 결과 중심의 조직 설계를 시작으로
피드백과 데이터에 대해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Net Promoter Score와 같은 측정 값을 사용하면 HR 팀이
프로그램의 품질을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할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CHRO는 민첩한 전문 지식과 디자인 사고
능력에서 HR 팀의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Benefit 프로젝트 팀은 직원의 감정과 의견을 활용
하여 프로그램 변경 사항을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조직간 가상
팀이 신속하게 모여 비즈니스 및 인력 문제를 해결합니다.

Action Area 3 | Build and apply capabilities in agile and design thinking

HR 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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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실행과 문제
해결에 폭포식 접근법 적용
직무 기반 팀 (학습, 인재
확보, 보상)
일정 및 예산 집행을
기준으로 HR 성과 측정

HR 3.0

HR 2.0
•

효율성 중심

•

성과 및 경험 중심

•

HR 전반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그룹 및 전문가 팀

•

•

디자인 씽킹 및 애자일
원칙을 알고 있거나 이에
관한 교육을 받은 HR 팀

HR 팀은 업무 수행을 위해
디자인 씽킹과 애자일
원칙을 활용하며 조직을
위해 그 활용 방법을
모델링함

•

전사적 애자일 특별
대책반이 단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활동

•

소규모 반복적 릴리스

•

스폰서 유저의 적극적 개입

•

프로그램에서 오퍼링으로
전환, 오퍼링은 NPS
기준으로 측정됨

•

포스트잇을 사용한
브레인스토밍 세션

•

주요 프로그램 지표를
기준으로 HR 성과 측정

Action Area 3 | Build and apply capabilities in agile and design thinking

Case Study: 글로벌 석유 및 가스
회사의 디지털 애질리티 구현
70개 이상의 국가에 사업장을 보유한 한 글로벌 석유 및
가스 회사가 조직을 혁신하겠다는 전략적 목표에 대해
최근 발표했습니다. 이 회사의 HR 팀은 회사의
모더나이제이션 아젠다를 추진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직원 경험을 향상하는 동시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비즈니스가 변화함에 따라 조직 역시 효율성을
향상하고 디지털 혁신을 수용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HR 부서는 애질리티 향상과 디지털
업무 수행 방식 채택을 위해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IBM과 협력하여 애자일 접근법 및 디자인 씽킹에 대한
교육과 코칭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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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 Area 4

4

성과 달성과
스킬 습득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보상

20

오늘날의 직원들은 기업 전체의 급여에 대한 투명성을
기대합니다. 인종, 성별, 연령 및 기타 임금 불평등을 제거해야
합니다.
HR 3.0에서 보상은 능력과 성과와 관련이 있습니다. 급여는
미래 기술에 대한 시장 가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보상 및 인정
프로그램은 기술 달성과 연결되며 심층 기술 전문화가
장려됩니다.
AI (인공 지능)로 구동되는 사전 보상 형평 프로그램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보다 정확하게 급여를 지급하는 데 도움이 되며
회사 내부 및 외부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경쟁력 있는 임금을
반영 할 수 있습니다.

Action Area 4 | Pay for performance and skills fairly and transparently

HR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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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공서열 및 역할 기반
보상 모델

•

표준적인 연 단위 인상

•

법에 명시된 급여 관련
규정 준수

HR 2.0
•

성과 기반 보상 모델

•

외부 시장 벤치마킹

•
•

HR 3.0
•

스킬, 시장 가치, 성과
기반 보상 모델

총 보상

•

급여 투명성

급여 편향을 줄이기 위한
트렌드 분석 및 관리자
교육

•

급여 편향을 찾아내고
제거하기 위해 AI 활용

•

AI를 활용한 선제적 동등
가치(pay equity)
프로그램

Action Area 4 | Pay for performance and skills fairly and transparently

Case Study: 보상과 관련하여 더
나은 의사결정을 위해 AI 활용
2016년, IBM은 보상 체계에 AI를 활용하기 위해 다년간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IBM은 스킬을 기반으로 투명하게
결정을 내리고 지속적인 피드백을 받고자 했습니다.
IBM의 관리자들은 이제 AI 시스템을 활용하여 보상에 관한
결정을 더 효과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AI 시스템은 급여가
수요의 변동에 따라 시장에서 형성된 급여 수준을 더욱
정확하게 반영하여 결정되도록 급여 주기 동안 높은
인상률부터 평균 인상률, 그리고 동결에 이르기까지 급여
인상에 관한 권장안을 제시합니다.
또한, 관리자들은 직원이 경쟁력 있는 스킬을 유지하도록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직원이 보유한 스킬이 급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합니다. 이 시스템은 관리자가 보상에
대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리도록 지원할 뿐 아니라 대체하기
어려운 중요 스킬을 보유한 직원의 이탈을 선제적으로
방지하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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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 Area 5

5

업무 흐름에서
지속적으로
스킬 개발

23

HR 3.0에서 조직은 AI를 적용하여 대규모 학습을 개인화 하여
모든 직원에게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학습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회사는 다양한 디지털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공하여 학습자가 자신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채널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직원은 지식 관리, 마이크로 학습 및 AI 기반 기술 플랫폼의
강력한 인프라를 통해 업무 흐름에서 올바르게 학습합니다.
조직은 예측 분석을 사용하여 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정확하게 식별합니다. 선도 기업은 AI를 사용하여 외부 데이터
소스와 추세를 모니터링 합니다. 이것은 미래에 필요한 기술을
감지하여 기술 노후화를 방지합니다.

Action Area 5 | Continuously build skills in the flow of work

HR 1.0
•

획일적 학습

•

전통적인 강의실 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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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2.0
•

각 주요 경력 개발 경로에
맞게 맞춤 구성

이수한 강의 수를 기준으로
성공 측정

•

학습 효율성

•

내부 설계 및 개발

교육 콘텐츠는 사내에서
개발된 것으로, 변화 없이
정적임

•

가상/온라인 학습으로 대폭
전환

•

LMS를 통해 제공 및 관리

•

새로운 스킬을 습득한
직원에 대해 공로 인정

•

HR 3.0

•

규모와 개인에 맞게 개인화

•

현재의 스킬 수준을 추론하고
개인화된 경력 개발 및 학습
경로를 제시하기 위해 AI와 분석
활용

•

비즈니스 성공에 중요한 역할과
스킬에 대한 직원의 가시성
확보–비즈니스와의 관련성 강화,
학습 기능을 통한 경력 개발에
집중

•

내외부 소스를 기반으로 기획된
콘텐츠–학습 생태계(직원이 직접
만든 것 포함)

•

업무 흐름 안에서 몰입형 학습
제공

•

디지털 배지, 내부 이동성, 동료간
학습, VR 등 새로운 학습 및 개발
방법 통합

Action Area 5 | Continuously build skills in the flow of work

Case Study: 스킬 기반 학습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
벨기에의 다채널 은행 및 보험사인 KBC는 거의
40,000명에 달하는 직원에 대해 스킬 재교육이 필요함을
인식했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KBC는 모든 직원이
개인화된 학습을 통해 회사 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완전 디지털 방식의 종합 인재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강의실 기반 및 규정 준수” 문화에서 자가 지원 스킬
기반 학습 환경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KBC는
전체적인 스킬 프레임워크에 따른 “스킬
마켓플레이스”를 만들고, 직원을 위한 디지털 배지를
도입했으며, 디지털 학습 플랫폼으로 전환 했습니다. 그
결과 조직 전반에서 직원들의 업무 집중도와 생산성이
향상되고 직원 이동성도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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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 Area 6

6

직원을 위한
계획적인 경험
설계

직원 참여가 지금보다 더 중요하거나 더 어려워진 적이
없습니다.
직원 경험은 의미 있고 단순하며 일관성이 있어야합니다. HR
3.0에서 운영되는 회사는 소비자 수준의 고도로 개인화 된
디지털 경험을 설계하는 데 투자합니다. 조직은 좋은 디자인의
원칙을 적용하여 직원이 모든 디자인 노력의 중심에 있도록
새로운 솔루션과 서비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직원의 감정을
측정합니다.

경험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비즈니스의 현재 요구
사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보를 받아야 합니다.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수집 및 분석하고 이에 대한 응답에 전념하는
조직은 올바른 HR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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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 Area 6 | Design intentional experiences for employees

HR 1.0
•

유용한 툴에 집중

•

생산성 및 참여도에 집중

•

직원에게 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툴과 환경 제공

•

직원이 더 빨리 일하고 생산성을
높이도록 지원하는 툴 제공

커뮤니케이션은 관리자를 통해
위계 구조를 따라 일방적이며
하향식으로 이루어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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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2.0

•

•

HR이 모든 처리 업무 수행

•

구조화된 피드백을 통해 직원
의견 수렴(예: 건의함)

•

•

직원의 사기를 중요시함

•

HR 3.0
•

직원 경험 플랫폼이 HR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간편한 원스톱 창구
제공

•

직원과 양방향으로 언제든 지속적
대화 가능

•

ESS 및 MSS–인트라넷, 셀프
서비스 답변으로부터 정보 획득

직원이 의견을 제시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 마련

•

처리 업무는 직원과 관리자에
의해 완료

인간 중심적 설계, 투명성, 단순성,
개인화, 진정성에 집중

•

직원 경험을 측정할 수 있음(NPS,
고객 만족도 점수 등)

•

직원의 의견을 이해하고 사회적
투명성을 향상하기 위해 AI 및 분석
기능 활용

•

업무 진행 과정에서 AI를 기반으로
지식 공유

직원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참여도 측정

사일로화 된 프로세스(예:
승진의 경우 승진 승인, 보상
조정, 직무 업데이트를 위해
각기 다른 툴을 사용함)

Action Area 6 | Design intentional experiences for employees

Case Study: 금융 서비스 기업의
직원 경험을 최우선으로 고려
사례

미국의 한 다국적 금융 서비스 기업은 모든 업무 수행 시
직원 경험을 중심적 요소로 고려하면서, 뚜렷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직원의 92%가 이 회사를 일하기
좋은 직장이라고 답했는데, 일반적인 미국 소재 기업의
직원이 이러한 답을 하는 경우는 59%에 불과합니다.
직원들은 일과 삶의 균형, 유연성, 기회, 성장을 장려하는
조직 문화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회사가 직원을 중요시한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듯이, 이 회사는 직원의 이익, 그리고 궁극적으로
비즈니스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실제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춘 경험을 설계하는 데 더욱 집중하고자 최근 HR
부서의 이름을 ‘직원 경험 조직(Employee Experience
Organization)’으로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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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 Area 7

7

HR 기술
포트폴리오
현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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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경영진이 3.0으로 전환하고 프로세스 우수성보다 직원
경험을 우선시함에 따라 HR 기술과 도구도 함께 발전해야
합니다.
기술 기반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공통 기술 분류와 마찬가지로
기업 전체에 일관되고 통합 된 HR 데이터 아키텍처가 조직에
필수적입니다.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이전에는 HR 분야에서
달성하기 매우 어려웠던 확장 성과 유연성을 제공하고 리더와
직원에게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안정적인 데이터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HR 3.0의 인재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걸쳐 분석
및 인공 지능 (AI)기능을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Action Area 7 | Modernize your HR technology portfolio

HR 1.0

•

클라우드 기반 개방형
아키텍처

•

사용자 경험 중심

•

언제 어디서나 연결과 지원을
제공하는 직원 주도적 툴

•

특정 기능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데 집중하는
제품

전사적으로 지능형
워크플로우를 지원하는
비즈니스 플랫폼

•

공통적인 역할/스킬 분류 체계

•

모바일 기능 지원

•

•

셀프 서비스 도입

분석 및 AI 기술을 HR
솔루션에 광범위하게 활용(예:
봇, 가상 상담원, 지능형
자동화)

•

양식

•

Excel 스프레드시트

•

데이터베이스

•

효율성 중심

•

맞춤형 솔루션

•

기술 표준화, 세계화,
모두가 동일한 제품 사용

•

•

30

HR 3.0

HR 2.0
온프레미스 대규모 ERP
소프트웨어

Action Area 7 | Modernize your HR technology portfolio

Case Study: 다국적 의료 기업의
현대적인 클라우드 기반 HR
시스템 구축

미국의 한 다국적 소비재 및 의료 기기 회사는 사람이
기업의 핵심임을 인식하고, 몇 년 전 클라우드 기반
HRIS(Human Resource Information System)를
인사기록 시스템(source system of record)으로
채택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새로운 환경에서 직원과 소통하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이 회사는 직원이 원격 근무 중에도
생산성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가상 협업 툴, 직원이
최신 스킬을 습득하고 개인적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돕는
강력한 온라인 학습 플랫폼, 그리고 충원 관련 결정을
지원하는 강력한 인력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회사는 HR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하여 HR
부서 전반에 지능형 워크플로우와 새로 채용된 직원을
위한 완전 온라인 온보딩 프로세스도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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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 Area 8

8

데이터 기반
인사이트 적용

데이터는 HR이 비즈니스의 전체 전략과 관련된 증거 기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고급 분석 및 AI와 결합 된 조직 내부 및 외부의 실시간 비정형
데이터는 전사적으로 우수한 인재 및 인력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HR 3.0은 방화벽 외부의 강력한 새 데이터 (예 :
노동 시장 통계)를 HRIS 및 재무 데이터와 같은 회사 내부의
기존 소스와 통합하여 새로운 인사이트를 확인 합니다.
선도 기업은 HR 분석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HR 기능에 대한
심층적인 전문성을 구축하는데 해당 투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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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 Area 8 | Apply data-driven insights

HR 1.0

33

•

보고

•

스코어 카드

•

외부 벤치마킹–베스트
프랙티스, 설문조사

HR 3.0

HR 2.0
•

•

데이터는 전사적으로
표준화 및 통합되어 있거나
통합되는 중임
데이터 소스는 내부이고
정형화 됨

•

데이터가 사일로화 되어
있으며 히스토리 기반임
(실시간 데이터가 아님)

•

대시보드의 확산–통합되어
있지 않음

•

HR 부문 전반에서 AI와 분석
기술에 상당히 투자

•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를 함께 활용

•

예측 분석

•

내부 소스(예: 재무 부서)와
외부 소스(예: 노동 시장 통계,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얻은
데이터를 모두 활용

•

조직의 성과와 HR 프로그램을
향상하기 위해 인사이트 활용

•

직원 데이터의 프라이버시 및
보안을 중시하는 강력한
데이터 거버넌스

Action Area 8 | Apply data-driven insights

Case Study: 우수한 사내/외
지원자를 찾기 위해 AI 활용
일본 기업인 Forum Engineering은 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업들을 위해 임시 인력을 제공하는 일을 전문으로
합니다. 이들이 인력과 기업을 연결하는 기존의 방식은
느리고 주관적이었으며 부정확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후 AI 기술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각 직무에 가장
적합한 지원자를 정확히 찾아내기 위해 내부 파일의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를 모두 면밀히 검토하는
코그너티브 컴퓨팅 솔루션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Forum Engineering은 이제 지원자 개인의 성격,
관심사, 고객 피드백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면서 여섯
배 더 빨리 적절한 지원자를 찾아내어 공석을 채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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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 Area 9

9

HR 비즈니스
파트너를 위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스킬
재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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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3.0에서 CHRO는 HR 거버넌스 모델의 투명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HR 비즈니스 파트너를 포함하여 HR의 핵심 역할을 명확하게
재정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우수한 조직은
이러한 노력의 중요성에 압도적으로 집중합니다.
HR 3.0에서는 역할이 매우 전략적으로 되어 주요 비즈니스
리더에게 조언하고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집중됩니다. 이러한 재창조 된 역할에서 HR 전문가에게
필요한 기능은 진정한 "풀 스택 HR 전문가"인 HR 기술 지식을
훨씬 뛰어 넘습니다. HRBP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를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코치 및 변화 에이전트가 되려면 컨설팅,
애자일 관행, 조직 지식 및 업계 경험에 능숙 해야 합니다.

Action Area 9 | Reorient and reskill HRBPs as strategic advisors

HR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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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2.0

•

처리 업무 중심

•

처리 업무 중심

•

모든 직원에게 서비스
제공

•

일선관리자에게만
서비스 제공

•

효율성

•

새 소식 보고

HR 3.0
•

HR 전문성과 비즈니스
감각을 갖춘 전략적
조언자

•

고위 비즈니스 리더와
관련된 이슈에 집중된
서비스

•

HRBP는 신뢰할 수 있는
코치, 데이터 기반 문제
해결사, 변화의 촉진자

•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HRBP는 비즈니스를 위해
인력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 제공

Action Area 9 | Reorient and reskill HRBPs as strategic advisors

Case Study: HR을 통한 기업
혁신
전 세계 50여 개 국가에서 211,000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통신 회사인 Deutsche Telekom AG는
팬데믹으로 인해 발생한 인력 및 작업장 관련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애자일 비즈니스 운영
방식에 따라 HR 부서를 혁신하고 있습니다. “탄력적
HR(resilient HR)” 운영을 통해 이 회사는 독일에서
10만 명 이상의 직원이 말 그대로 하루 아침에 원격
근무 모드로 전환하도록 지원했으며 직원의 신체적,
정신적, 재정적 복지를 위해 포괄적 접근법을
취했습니다.
모든 직원이 떨어져서 일하고 있는 시기에 새로운 HR
운영 방식 덕분에 직원들은 회사의 목적과 괴리되지
않은 채 유기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Deutsche Telekom은 매우 우수한 재무
성과를 거두었을 뿐 아니라, 직원 참여도 또한
75%에서 85%로 10%p나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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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 Area 10

10

전략적으로
인재 채용

CEO와 CHRO는 최고의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는 것이
기업의 성공에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기업이 번창하려면 인재 확보는 속도와 정확성을 우선시하는
전략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HR 3.0에서 조직은 인재 확보
영역에서 AI를 사용하여 대상 기술을 기반으로 새롭고 새로운
인재를 유치하고 고용 브랜드를 강화하며 모든 후보자 경험을
개인화 합니다. 또한 AI는 채용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채용
담당자가 정보에 입각하여 공평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HR 3.0에서 채용 성공의 척도는 후보자와 채용 관리자 간의
Net Promoter Scor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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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 Area 10 | Source new talent strategically

HR 1.0
•

국가별 채용

•

세계적인 채용 표준

•

•

사일로화 된 프로세스

•

•

채용 대행사를 많이 활용

지원자 추적 시스템
(Applicant Tracking Systems,
ATS) 확산

애자일 원칙을 따르며
최적화된 세계적 채용
프로세스

•

•

최대한 많은 지원자를 검토

•

•

채용 담당자는 필요한
스킬을 기준으로 지원자를
평가

지원자 확보를 위한 서비스
센터 공유

지원자를 위해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데 집중

•

•

써드파티 채용 서비스에
아웃소싱

스킬을 기준으로 고도의
표적화 된 방식으로 인재
확보

•

소셜 및 디지털 툴의 종합적
활용

•

고용주 브랜드에 집중

•

지원자 및 채용 관리자의
NPS에 따라 채용 성과 결정

•

충원율에 따라 채용 성과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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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3.0

HR 2.0

이력서 검토 속도를 높이기
위해 단어 일치 텍스트 분석을
통해 지원자를 필터링
채용된 직원 한 명당 비용에
따라 채용 성과 결정

Action Area 10 | Source new talent strategically

Case Study: 가장 적합한 인재를
찾아서
폭발적인 성장을 목전에 둔 한 미국 소재 의료 서비스
기업은 인재 유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더 효과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인재 획득을 위한 추가 투자 없이 매년 2만
명의 신규 직원을 모집, 선별 및 채용하기 위한 더
효과적인 접근법이 필요했습니다. 인재 채용 팀은 더
나은 성과를 위해 인재 확보 프로세스를 재구상하여
자동화, 인공지능 및 인지기능을 활용하는
워크플로우를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회사는 이 워크플로우에 AI를 활용함으로써 임금 및
경험을 변수로 삼아 분석, 시장 상황, 노동력 공급을
기반으로 구인 요청을 여러 부분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요청의 97%를 수작업
개입 없이 복잡성과 유형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용 관리자의 만족도는 50점 상승했고 채용
인원 한 명당 직원이 사용하는 시간이 평균 30%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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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 상황을 고려하여 리더십, EEx, 데이터 분석의 과제가 우선 진행
필요
행동 영역

기업을 위한 시사점

적용 제안

1

직원들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측정

인력 및 성과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려면 분명하고 지속적인 코칭과 성과 관련 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

리더의 새로운 역할에 투자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려면 새롭고 다른 스킬과 행동이 요구됩니다. 분석을 통해 강력한 리더상을 예측하고
리더의 발전을 위해 투자하십시오.

3

애질리티와 디자인 씽킹을 위한 역량 구축 및
적용

HR 부서는 운영, 보상, 성과 관리, 업무 생산성 툴을 통해 애자일 팀을 설계하고 관리할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높음

4

성과 달성과 스킬 습득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보상

연공서열에 따라 보상을 제공하는 기존 모델은 성장, 혁신, 최고의 인재 채용을 방해합니다.

높음

5

업무 흐름 안에서 지속적으로 스킬 습득

직원과 리더는 항상 배워야 하며 공식적, 비공식적 학습 문화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심층적 스킬
습득을 위한 역량 교육조직이 필요합니다.

높음

6

직원을 위한 계획적인 경험 설계

오늘날의 직원들은 매우 개인화되고 자신들의 요구에 부응하며 끊임없이 향상되는 의미 있는 직원 경험을
기대합니다.

7

HR 기술 포트폴리오 현대화

클라우드 기반 아키텍처로 전환하면 속도, 확장성, 유연성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8

데이터 기반 인사이트 적용

조직의 성과를 이해하고 관리하며 지속적으로 개선하려면 인력에 대한 분석(people analytics)이 이제
필수적입니다.

9

HR 비즈니스 파트너를 위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스킬 재교육 실시

HR 부서는 전략적 조언자, 신뢰할 수 있는 코치, 데이터 기반 문제 해결사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높음

이전에 볼 수 없던 새로운 소스에서 최고의 인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쟁력 유지를 위해 최고의
인재를 찾으려면 기업 안팎을 모두 살펴보아야 합니다.

높음

10 전략적으로 인재 채용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높음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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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BM의 Workday 기반의 Talent
Platform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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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Talent Framework

Name
Responsibilities
Base Job
Job Band
Job Focus

Framework/Industry

Job Family

Name

Job Profile

Skill Importance
•

3000+ job profiles covering 16 industries with 20
libraries.

•

2000+ skills/competencies for Core, Leadership &
Functional levels.

•

Each skill has detailed proficiencies on 4-point scale to
measure Competency & Skills Importance Level.

•

4 Skill Accelerators (SMART Goals, Coaching Tips,
Learning Resources, Interview Questions)

Interview Questions

•

Vendor Agnostic Data

Learning References

Behaviour
Statements
Competence or Skill

Development Goals

Coaching T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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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분석 기술 적용이 적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해 직원의 Profile 데이터를 구조화
시키는 작업이 선행됨
Job
Rationalization
People

Job Role
Enhancement
Coaches

Consumable data,
microservices
and experiences

AI / Analytics
Machine
consumable data

Teams

Job/Skill
Adjacency
Roles

Skills Gap
Analysis
Communities

Mapping Skills
to Learning
Careers

Talent AI microservices
Challenges

Forums

Jobs – Skills taxonomy
(Talent Frameworks)

Curate / Evolve / Analyze

Skills Data Lake
(10s of thousands of skills)

IBM Skills Transformation
Jobs/skills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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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의 Talent Framework을 실행하기 위해 Talent Platform을 설계하고 실행함
Talent & Transformation Intelligent Workflows
Talent Strategy
Strategic
Workforce Pl

Future Skills

Talent Acquisition
Research

Brand
Strategy

Sourcing

Talent Development

Screening

Selection

Onboarding

Skills
Development

Leadership

Employee Services
Portal

Virtual
Assistant

Professional
Assistant

Consultants Psychologist

Technology

Data

Skills

IBM Talent Platform
Data
Science

Market

Talent
Advisory

Sourcing

Process

Screening

Candidate
Care

Skills

Admin

Business
Content
Intelligence Specialists

Learning

HR
Assistants

Performance

Policy
Experts

HR
Advisors

Compensation & Bens

Systems of Engagement = Virtual Agent + Core Systems (CRM, ATS, HCM, LMS…) + Ecosystem Vendors
API, sFTP + RPA Connectors and Enablers
IBM Talent Accelerators and AI Services (examples, not exhaustive)
Talent
Classifier

Talent
Frameworks

Skills
Inference

Skills Gap
Analysis

Requisition
Classifier

Talent
Matching

Adverse
Impact

Career Path
Advisor

Personalised
Development

IBM Services Essentials

Coach Me

Crowd Sift

HR Assistant

Policy
Advisor

Comp
Ins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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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텍처를 가장 잘 실행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Workday 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HR
기본 시스템으로 쓰면서 직원 서비스 Application을 제공
인사 규정집

HR Chatbot
AskHR

HR Portal

You & IBM

전략적 스태프

AssignmentPro

ACE

CVWizard

Checkpoint

인력 수요공급

Time@IBM

셀프 서비스

Payroll

Workday@IBM

SAP Concur

Global Oppty.
Marketplace

Professional
Marketplace

IBM Leadership
Academy

Travel & Expense

Coach Me

Your Career and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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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관점에서는 편이성과 직관성이 높아졌으며, 관리자는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됨
A사의 HR Portal
Illustrative

A사 임직원

Self Service Portal

Chat Bot

Search

Personalized

HR Bot (RPA) Ecosystem
채용

평가

보상

근태

이동

급여

HR Data Mart

기타

Learning

HRIS
Cloud HR
(e.g. Workday)

Learning Portal
(e.g. LMS)

Best of Bread Solutions

Recommended

Survey
(Culture, Leadership 등)

Project
Mgmt.

Finance

Cloud HR 데이터 및 퇴직자 Data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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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대시보드 사례 : Practice Leader Dashboard

✓ 앞으로 팀장님들께서

활용하실 새로운 HR Portal의
Dashboard와 유사 기능 적용
✓ 팀장 이상 관리자에게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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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Leader Dashboard 기능 요약

Utilization Tile
인력들이 프로젝트에 투입(프로젝트 Code기준)되어 있는 현황을 확인 (주별, 분기별, 년간)

Pyramid and Career Tile
담당 조직의 직급별 인력 현황 및 유틸 현황 확인 (목표 대비 실적)

Bench Tile
프로젝트에 투입되지 않은 것은 기본이고, 업무 CODE가 부여되지 않은 시간에 대한 현황
(스킬 대비 현황을 중점으로 확인)

Demand Tile
인력 부족 및 요청 건(Hiring Req, Partner 구매 등)에 대한 현황 확인

Digital Practices Badge Tile
Hot Skill에 대한 뱃지 보유현황 확인 및 직급별, 커리어 레벨(전문성 레벨) 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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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ier로 구성된 HR 대시보드

전사 차원의 Report
Cognos와 Watson을 이용하여 비즈니스 이슈를 검토하고 미리 예방하는 차원의 대시보드를 봄
eg. 전사 역량/스킬에 대한 현황 및 예측, 글로벌 직무 이동 경로 추적 등

사업 조직장의 Report
인력의 배치와 가용성 등을 주로 활용 → 이를 위해서 별도의 Practices Leader Dashboard를 만들었음
eg. 인력 투입 현황, 유틸라이제이션 예측, 인력 수요/공급 예측

Leader가 Workday를 통해 보는 Report
개별 관리자들이 직원 운영을 위한 리포트 제공 받음 (통계나 현황 중심)
eg. 직원/조직 정보, 보상 정보 비교, 전문가 찾기, 인사 행정 진행 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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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IBM의 기타 HR 분석 사례
✓ The People Nedges Dashboard is only available to ibm's Manager or
higher, and allows you to view your employees' full HR information
(salaries, positions, performing projects, performance assessment results,
communication activation, collaboration, network, etc.).
✓ Additionally, a comprehensive assessment of the performance of the
current project, comprehensive performance and communication
activation, interview results, required job-performance projects, roles
and current competencies, training completion status, badge acquisition
status, etc. to show the degree of retirement estimates. (The actual
screen was only shown on the screen during the demonstration, and
the Screen Shot in this section was classified)
✓ This allows the manager to be advised whether to do retantion,
encourage job change, or propose to strengthen himself. (This part is
the People Nudging feature for Manager)

• 팀장은 각 구성원에 대한 1차 평가를 “AI Watson”으로 부터 제공받음
• 최종 결정은 팀장이 확정함 (팀장의 Insight가 지속적으로 중요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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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으며…
✓ IBM 사례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HR 혁신은 기업의 Talent 전략에 맞추어 통합적인 Data와 Insight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며, 이를 통해 현장 중심 + Data 중심의 Workforce 관리를 혁신해야 함

Strategy

30%

Readiness

25%

Resources

20%

Competency

25%

HR이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HR 경험은 Data화 하여야 하며,
이후 AI 및 자동화 적용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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