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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택트(untact)를 넘어서

작년 초 시작된 코로나19로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언택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생소하기만 했던 ‘ZOOM을 통한 회의,’ ‘재택근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어느덧 익숙한 일상이 되었고요.
언택트 환경에서는 한국 기업보다는 외국계 기업의 적응이 훨씬 빠르고 능
숙해 보입니다. 이미 외국에 있는 본사와 언택트 상태에서 업무를 처리해 본 경
험이 많았던 것이 빠른 적응의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가 외국계 기업의 활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외국계 기업과 국내 구직자 사이에 만남
의 기회가 줄어드는 현상은 구직자는 물론이고 경쟁력 있는 인재를 발굴해야
하는 외국계 기업 입장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내 고용의 5.6퍼센트를 책임지는 외국계 기업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외국
계 기업 지원기관인 Invest KOREA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택
트 상황에서 외국계 기업이 국내 구직자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고, 그
방법의 하나로 이 자료의 발간을 떠 올렸습니다.
처음 발간하는 이 자료는 모두 9개 우수 외국계 기업의 현황과 고용사례, 인
사제도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Invest KOREA 외투기업 채용지원팀에서 활약
하고 있는 직원 3명의 이야기도 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형식적으로 한
번 발간하고 마는 재미없는 자료가 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이 자료를 외국계 기업, 구직자 그리고 각종 기관에서 널리 읽어 주면 좋겠습
니다. 이를 통해 외국계 기업의 진면모가 구직자들에게 제대로 홍보될 수 있으
면 좋겠고, 반응이 좋아 다음에 더 많은 기업의 사례를 담은 자료집을 낼 수 있
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제작에 협조해 주신 외국계 기업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
사를 드립니다.
2021년 8월
Invest KOREA 장상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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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쓰리엠

과학으로
일상생활을
풍요롭게
8

3M은 과학을 적용해 삶을 풍요롭게 하는
글로벌 과학기업이다. 다우존스 산업지수
30대 기업에 속해 있는 3M은 46가지 기술
플랫폼을 통해 과학자와 연구자로 구성된
팀들이 혁신적인 제품을 끊임없이 쏟아내
고 있다. 매일매일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지금 이 순간도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탐구하고 있다.

9

2002년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정식 명칭을 3M으로
변경했습니다.
얼마 전 사무용 메모지 ‘포스트잇’을 발명한 화학자 스펜
서 퍼거슨 실버 3세가 별세했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포스트잇’은 3M의 대표 상품 아닌가요?

실버 박사는 3M에서 30여년 동안 근무한 분입니다. 항공
기 제작에 쓸 접착제를 개발하다가 실수로 접착력은 약
하지만 끈적이지 않는 물질을 만들게 됐는데 그게 포스
트잇이란 상품으로 진화해 전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겁니다.

히트상품
뽑아내는
장수기업

3M은 세계인 누구나 친숙한 회

홈페이지에 회사의 다양한 정보가 풍부하게 공개돼 있는

사인데 정작 이름의 뜻은 모르겠

데 ‘3M 과학이야기’ 코너가 흥미롭더군요?

군요. 무슨 의미인가요?

‘내 차 연비 올리는 꿀팁’ ‘치아교정, 우선 선택해야 할 것

원래 회사명인 ‘Minnesota Mining

은’ ‘스마트폰 어떻게 방수가 될까’ 같은꼭지의 글을 읽어

& Manufacturing company’에서

보면 생활정보도 얻을 수 있고 3M의 상품정보도 얻을 수

세 단어의 앞 글자가 m인데, 그것을 줄여 부르게 된 겁니

있습니다. 그만큼 3M은 생활 밀착형 제품이 많다는 걸 알

다. 1902년 창립되었는데 초기에 미네소타주에서 광산

수 있습니다.

업으로 사업을 시작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광산
업은 실패했지만 샌드페이퍼, 연마재, 스카치 테이프, 포

포스트잇과 스카치 테이프가 3M을 대표하는 간판상품이

스트잇 등 세계적인 히트 상품으로 승승장구했습니다.

지만 알고 보면 3M의 제품군은 엄청 다양하잖아요?

3M은 총 4개의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호장구와
산업용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Safety & Industrial 사업부,
전자제품이나 자동차에 혁신을 불어넣는 Transportation
and Electronics 사업부, 의료기기 등 건강과 관련된 사업
을 하는 Healthcare사업부, 포스트잇-스카치브라이트처
럼 일상 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생산하는 소비재 사업부
로 나뉩니다. 흔히 일반 소비자에게는 소비재 사업부 제
품이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B2B 영역의 비중이 더
큰 기업입니다. 제품 브랜드만 800개가 넘고 제품 각각의
종류만 5만5,000여가지나 되니까요.
다우존스 산업지수 30대 기업에 포함되는 글로벌 기업으
로서 그 위상이 궁금합니다.

2020년 기준 매출액은 3217억8,000만 달러(약 363조1287
10

억원)입니다. 순이익만 53억8,000만 달러(약 6조713억원)

국쓰리엠에서 일하는 직원도 다른 국가나 지역의 동료들

에 이릅니다.

과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 자회사가 있으니 글로벌 종업원 수도 어마어

한국쓰리엠이 시장에 내놓는 제품 영역도 방대하지요?

마하겠네요?

광학필름, 의료, 안전, 전자.전기, 자동차 제조, 건설, 전

전세계 70여개 국가에 진출해 있는데 전체 종업원 수는

력 및 통신, 소비자 및 오피스용품 등에 이르기까지 1만

2020년 기준으로 9만4,900여명 정도 됩니다.

7,000여가지나 됩니다.

세계 각국의 기업들을 상대하려면 글로벌 네트워크가 원

한국쓰리엠이 3M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차지하고 있는

활하게 작동되어야겠군요?

위상도 만만치 않겠죠?

3M은 200여개 국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고 각 지역

전남 나주와 경기도 화성 두 곳에 제조시설이 있고 동탄

(Region)에는 35개국 이상의 공장과 연구소를 보유하고

에 기술연구소를 두고 있습니다. 임직원은 1,600여명이고

있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나 3Mer들과 3M 제품을 경험해

2017년 말 기준 약 1조5,88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3M 직원들 각자가 소속된 부서나 조직이

한국쓰리엠의 매출은 글로벌 탑 5위 안에 들어갑니다.

글로벌 또는 지역별로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11

좋은 실적을 내려면 연구개발 인력을 많이 충원해야겠네요?

물론 연구개발 인력도 많이 뽑지만 연구개발 성과를 실
현시킬 수 있는 생산설비 엔지니어(Plant Engineer) 담당
자도 필요하고 제품 판매와 브랜드를 책임지는 영업마케
팅 담당자도 채용하죠. 최근에는 디지털 역량이 뛰어난
인재들을 모시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집
공고를 보면 데이터나 디지털마케팅과 관련된 포지션을
많이 자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혁신을 이어가려면 R&D에 많은 투자를 해야겠군요?

물론입니다. 지난 해에는 18억8,000만 달러나 되는 거액
을 R&D 비용으로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허 보유만 12
만5,000개에 달합니다.
‘밀레니얼이 가장 일하고 싶은 회사’ 부문에서 구글을 꺾
고 1위에 올랐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아무래도 100년 가까이 지켜온 인사철학 때문인 것 같습
니다. 3M은 개인의 역량과 개발이 회사의 발전으로 이어
진다고 믿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
라. 그리고 그냥 내버려두어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
다. 그만큼 자율성을 보장해 개인이 창의력을 키울 수 있
는 환경을 만들고 있죠.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실수를 통

12

소비재 상품보다
B2B 비중 높은 숨은 강자

밀레니얼이
가장 일하고 싶은 회사

해 배울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합니다.
3M은 사업 파트너와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강
력한 윤리강령을 내걸고 있더군요?

뇌물방지원칙을 철칙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
다 사업 관습이나 관행이 있지만 우리는 모든 형태의 뇌
물 수수와 부패를 허용치 않습니다. 엄격한 행동강령과
원칙을 구체적으로 정해 놓고 있거든요. 주요 경제매체
들이 선정한 ‘가장 윤리적인 기업’ ‘가장 존경받는 기업’이
되려면 당연한 이치입니다.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을 하고 있다죠?

‘3M 사이언스 캠프’는 한국의 과학영재 육성 및 국내 과
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여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만여명의 학생이 참석했습
니다. ‘나눔과 기부 매칭 프로그램’은 3M 직원들이 급여
의 일정액을 기부하면 회사가 같은 액수를 기부하는 프
로그램입니다. 한국쓰리엠 사업장이 위치한 서울, 동탄,
화성, 평택, 나주 지역의 직원들이 각자 해당 지역에서 도
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기도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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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최진경 . Asia Intergrated Marketing Manager

“근무 시간의 15퍼센트는 나를 위해 씁니다”
B2B 마케팅/아시아 마케팅 업무 담당은 주로 무슨 일을 하나요?

3M은 미국, 아시아-태평양, 유럽-중동-아프리카, 기타 지역 등 4개 권
역(region)으로 나눠 사업을 운영합니다. 저는 Asia Integrated Marketing
Manager로서 아시아 10개국의 타겟 고객을 대상으로 세일즈-채널-디지
털 마케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일을 주로 합니다.
언제 입사해서 어떤 일을 해왔나요? 입사 전에도 유사한 일을 했나요?

한국쓰리엠에 2011년 마케터로 입사했습니다. 2019년까지 산업용 사업본
부에서 B2B 제품군의 포트폴리오 마케팅, 채널 마케팅, 디지털 마케팅과
전자상거래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2020년부터 아시아 마케팅 롤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쓰리엠 입사 전에는 국내 대기업 금융 계열사에서 소비자
를 대상으로 하는 브랜드 마케팅을 담당하였습니다.
업무 강도가 센 편인가요?

Regional job은 10개 국가의 팀과 매일 커뮤니케이션 하고 글로벌 콜도 이
른 아침과 저녁에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불규칙적인데다 업무 자체가
집중력을 요구합니다.
맡고 있는 업무 중 가장 중요한 작업은 무엇인가요?

현재 회사가 여러 신규 시스템을 도입하고 프로세스를 만들어가는 조직
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직무여서 업무 강도나 난이도
가 이전보다 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새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비즈니스 팀에 소개하고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이끈 결과 캠
페인을 성공적으로 띄우고 성과를 내서 보람이 큽니다.
3M은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 다른 나라 특히 아시아 등지에서 일할 기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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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에는
외국 근무
기회가 많다

많겠군요?

직원들의 워라밸을 잘 지켜주는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조직에 변화가 생겨 아시아

지역별 시차가 있어서 근무시간을 조율하기가 만만찮

지역의 다른 나라에서 일할 기회

겠군요?

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특정 포

아시아 조직에서 일하는 경우 정해진 근무 시간에 맞춰

트폴리오나 마케팅 분야에 경험

업무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각자 미팅 시간이나 업무

이 많거나 전문성이 있으면 기회가 더 주어집니다. 본인

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근무해야 하지요. 코로나 상황

만의 전문성을 지닌 마케터가 될 수 있도록 늘 준비해야

도 그렇고 장소에 상관없이 업무를 볼 수 있게 재택 근무

겠죠. 당연히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야 합니다.

를 장려하기도 합니다.

글로벌 기업에서 근무하는 한 영어는 늘 따라다니는군요?

시스템으로
워라밸
지켜주는
조직문화

처음 아시아 마케팅 업무를 맡았을 때 코로나가 시작된
시점이라 하루에 5~10개의 화상 회의에 참석하거나 리딩
해야 하는 상황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마

‘15%룰’은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하루 근무 시간 8시간 중에서 15
퍼센트에 해당하는 1시간10분 정
도를 회사 업무 아닌 다른 용무를

케터로 근무할 때는 영어로 커뮤니케이션하는 비중이

위해 개인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20~30퍼센트 정도였지만 지금은 100퍼센트입니다. 상대

건강 관리를 하거나 자기 계발을

방 코멘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제 의견을 제

위한 학습을 해도 됩니다. 원래는 연구직 직원이 근무 시

대로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을 무난하게 할 수 있기까지

간의 15퍼센트를 개인적인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도록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라이브 캡션, 녹

보장해주면서 시작된 제도입니다.

음 기능을 활용하여 미팅의 맥락을 이해하기도 하고 동
료들의 이메일에서 모르는 단어나 표현을 찾아보면서 실

유연근무제도를 시행하고 있나요?

제 상황에서 활용해보기도 합니다.

유연한 방식으로 성과를 창출하자는 FlexAbility 차원에
서 직원 각자가 효율성이 뛰어난 시간대에 근무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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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보장합니다. 선택적 출퇴근제를 시행해 유연하게

적이더군요. 직원들이 좋아하는 시설이 있겠죠?

업무시간을 조정하도록 합니다. 온라인으로 회의나 교육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설은 텔레컨퍼런스 룸입니다. 혼자

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 필요에 따라 재택근

들어가서 미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거든요. 미팅이 많

무를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졌을

은 업무다 보니 제 자리에서 콜을 자주 하면 주변에 민폐

때, 지체없이 전직원이 재택근무로 전환하여 직원들을

를 끼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회의실을 혼자 독차지하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 어렵죠. 그리고 고객 응대도 할 수 있고 동료들과 대
화할 수 있는 18층 공간도 쾌적하고 조용해서 애용합니다.

사내교육
적극 지원하는
교육
친화 기업

3M의 사내 교육 시스템이 잘 구축
돼 있다고 하던데 온라인 학습포

처음 출근했을 때 국내 기업과는 다른 점들이 많던가요?

털 ’Develop U’를 통해 다양한학

출근 첫날 교육을 받기 위해 동기들과 모였는데 정말 소

습을 할 수 있다면서요?

수여서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국내 대기업 공채로 근무

3M에서 교육은 온라인 시스템

했던 전 직장에서는 동기가 80여명 정도였거든요. 수시

과 자율성이란 기반 위에서 이

채용을 진행하는 외국계 기업이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뤄집니다. 모든 3Mer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교육 플랫폼

그리고 영업직군은 매일 출근하는 게 아니라서 사무실이

‘Develop U’에는 직원들이 각자 직접, 쉽게 접근해 원하는

너무 한산해 신기했습니다. 영업사원뿐 아니라 마케터들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주기적으로 온-오프

이 출장을 자주 가서 어떤 날은 혼자 사무실에 있는 경우

라인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성장에 도움이 되는 철학과

도 많았습니다. 직급과 무관하게 본인이 맡은 일을 주도

리더십을 기를 수 있습니다. 물론 세미나나 외부 강의에

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해 가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참석할 경우에도 회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성해 놓은 근무 환경도 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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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마다 다르고, 팀마다 다르겠지만 제 경우는 생각보

다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전 직장과 다르게, 업무

는 조금 변형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통지-

를 본인 스스로 찾고 만들어 가야 하다 보니 해당 비즈니

안내합니다.

스 생태계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하
지만 마케터로서 담당 제품에 대한 플래닝부터 실행까지

이 회사에서 일하기 위해 미리 갖춰 두면 좋을 것들도 귀

모두 해볼 수 있다는 점은 매력이죠.

띔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쓰리엠은 지원자의 경험과 태도를 우선적으로 검토
한국쓰리엠에 입사하려고 마음을 먹은 이유는 뭔가요?

합니다. 직무 역량에 적합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었는지,

한국쓰리엠은 소비재 제품(포스트잇, 스카치테이프)이

3Mer로서 협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분인지 확인하기

잘 알려져 있지만 B2B 사업분야가 더 크다는 것은 면접

위해 다면적인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뿐

을 준비하며 알게 되었습니다. B2B와 B2C를 모두 경험할

아니라 외국의 다양한 3M 동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해

수 있는 다양한 포트폴리오가 있는 회사라면 마케터로서

야 하기 때문에 어학 역량도 갖춰 두면 좋겠죠?

다양한 경력을 쌓을 수 있을 것 같아 선택했습니다.
채용 절차가 궁금합니다. 채용 공고를 정해진 시기에 내
지 않아서 입사하기 어려운 기업처럼 알려져 있는데 어떻
게 입사하나요?

한국쓰리엠은 신입-경력 채용을 수시모집 방식으로 합
니다. 채용 홈페이지에 필요한 포지션에 대한 담당업무
와 자격요건을 상세하게 공지하는데 중복 지원도 가능합
니다. 채용 프로세스 또한 대부분 2차 면접으로 진행됩니
다. 다만, 지역 등 포지션의 상황에 따라 면접의 프로세스
17

아데코코리아

세계적 명성 얻은
맞춤형 헤드헌팅!

종합HR솔로션 기업인 아데코 그룹은
경제전문지 ‘포춘’이 선정한 500대 기
업 중 하나다. 본사는 스위스에 있으
며 아데코를 포함해 10개의 브랜드로
구성된 글로벌 패밀리 기업이다. 전
세계 60개국에 5,500개의 지사가 있
으며 직원은 3만5,000명 정도다. 열
정, 기업가정신, 책임의식, 공동체의
식, 고객중심주의 등 5대 핵심가치를
설정해 ‘Better Work, Better Life’란
비전을 추구하고 있다.

아데코 그룹은 어떤 회사인가요?

인사관리 서비스 분야에서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
는 종합HR(인적자원 혹은 인사관리를 일컫는 Human
Resources의 약자) 솔루션 기업입니다.
‘HR 솔루션’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나요?

인재를 채용하려는 고객사가 함께 일하고 싶은 정규직원
은 물론 프리랜서, 계약직을 기업 맞춤형으로 찾아주는
일입니다. 인재파견, 아웃소싱, 채용대행, 헤드헌팅에 이
르기까지 폭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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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헤드헌팅
해드립니다

흔히 알고 있는 ‘헤드헌팅’이란

고객사를 속속들이 파악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서비스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아데코코리아는 그 점에서 차별성이 있습니다. 산업 분

회원 기업에서 정규직 채용을 의

야 별로 경험 풍부한 전문 컨설턴트가 있거든요. 업무 분

뢰해 올 경우 헤드헌터가 적합한

야를 세세하게 나눠 정보를 취합하고 있죠.

인재를 찾아 추천해 줍니다. 이때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고객사가 어떤 업무를 어떤 사람

컨설턴트의 경험만으로 가능한 일은 아니겠는데요?

에게 맡기고 싶어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겁니다. 그

맞습니다. 우리는 오랜 기간 동안 인재 추천 컨설팅을 해

러려면 기업의 성향이랄까, 조직문화를 세심하게 알아야

온 경험이 있거든요. 분야별로 꼼꼼하게 인재 데이터베

합니다.

이스를 구축해 왔습니다. 단순히 추천만 하는 게 아니라
인재 스크리닝 시스템으로 맞춤 서비스를 하죠. 사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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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인사는 타이밍이 중요한데, 고객사가 원하는 시기

세계 각국의 기업들을 상대하려면 글로벌 네트워크가 필

에 채용이 이뤄지도록 하려면 우리처럼 담당자들 내공이

수적이겠군요?

상당해야 합니다.

각국 지사들이 확보해 놓은 고객사와 인재들의 데이터
베이스인 ‘Salesforce’는 모든 지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 찾는
사람에게
평생고용
기회 제공

아웃소싱이나 인재파견 서비스

전세계 임직원들이 함께 사용하는 글로벌 인트라넷과 화

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면 공유가 가능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SNS 채널 등을

핵심적인 업무에 힘을 집중하려

통해 기업 내부의 소식과 정보도 공유합니다. 물론 다른

는 기업들을 위해 여러 업무를 대

나라 지사에 있는 직원들끼리 서로 소통하기도 하고요.

행해주는 게 아웃소싱 서비스입
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원 기업에

‘Salesforce’란 데이터베이스 덕분에 아데코가 세계적인

파견할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기도 합니다. 파견 계약에

기업이 될 수 있었나요?

따라 고객사의 지휘와 명령을 받으며 일하게 하는 거죠.

맞습니다. 기업의 의뢰를 받아 정규직, 임시직 채용을 진행

그런 업무를 인재파견 서비스라고 합니다.

하는 게 주 업무이기 때문에 구직자, 고객사의 모든 정보를
꾸준히 디지털화해서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해 온 결과물

아데코 본사는 스위스 취리히에 있다면서요?

이죠. ‘Salesforce’ 플랫폼의 진화는 현재진행형입니다.

1957년 스위스 앙리 라반체가 설립한 Adia(아디아)가 모
기업입니다. 1996년 프랑스 기업 Ecco(에코)와 합병하면

플랫폼만으로 글로벌 기업이 될 수는 없지 않나요?

서 아데코 그룹으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물론이죠. 아데코에서 고용한 파견, 도급 직원들을 대
상으로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챗봇

아데코 그룹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Chatbot)이란 프로그램도 개발했습니다. 서비스를 개선하

일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평생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으로

기 위해서죠. 아데코에 고용된 개인 고객들이 챗봇을 통해

써 경제를 부흥시키고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게 목표입

궁금증을 풀거나 불편한 점을 토로해 답변을 받습니다.

니다. 이를 위해 2017년에는 아데코 그룹재단을 설립했습
니다. 전 세계 지사의 고객들에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급변하는 인력시장에서 맞춰 새 프로그램도 개발해야겠

수 있는 글로벌 프로그램들을 전파하기 위해서죠. 특히

군요?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계층이 일자리를 찾도록 돕는 것에

대표적인 게 AI(인공지능) 면접과 스크리닝 프로그램입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니다.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드는 고객 선별 과정을 혁신
적으로 간소화했습니다. 정확도도 높이고요. 채용과 인

인력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맹활약

아데코 그룹은 전 세계 60개국에

력관리의 모든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하는 방법을 계속 연

지사가 있더군요. 고객 숫자도 상

구 개발하고 있죠.

당히 많겠네요?

줄잡아 70만 명 이상에게 매일

전 세계적으로 청년층 실업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아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

데코의 역할이 크겠는데요?

객 기업은 10만 개 이상입니다.

글로벌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Way to Work’란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잘 알려진 기업에서부터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는

B2B, B2C 기업이 우리의 고객입니다.

청년들에게 직무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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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실업을
해결하라

Work day’와 CEO로 사회생활을 시작해보는 인턴십 프로
그램 ‘CEO for One Month’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perience Work Day’는 하루 동안 직무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인가요?

촘촘하고
합리적인
인사고과
시스템

글로벌 기업의 장점 중 하나는 해
외 근무 기회가 있다는 것인데 아
데코는 어떤가요?

각국의 지사에서 우수 사원을 선
정해 해외 단기연수 기회를 줍

전 세계 아데코 지사가 연간 행사로 마련하는 프로그램

니다. IFL (International Future

입니다. 사무실에 젊은 구직자들을 초청해 커리어 가이

Leader), HiPE (High Performers Exchange Programme) 등

드와 이력서 첨삭, 면접 멘토링 등을 해줍니다. 참가자들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데 도움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

이 직무별 업무를 경험해보고 실제 노동시장에서 요구하

는 거죠. 교육과 연수 과정 외에도 ‘인터내셔널 모빌리티’

는 스킬을 배울 수 있는 기회죠. 작년에는 코로나19가 터

란 제도를 통해 다른 나라에서 일하는 기회도 있습니다.

져 온라인에서 진행했습니다. 산업군별 주요 직무와 채

임직원 전용의 내부 커리어 사이트를 통해 국가별로 오

용 트렌드를 알려주는 세션, 외국계 기업에서 찾는 인재

픈된 포지션을 공유합니다.

상을 설명하는 특강 세션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글로벌 기업답게 내부 인사 관리-평가도 촘촘하다죠?
대학과 연계해 진행하는 ‘일병행학습제’란 프로그램도 있

정기적인 인사 고과를 통해 직원 각자에게 요구하는 기

다면서요?

대행동과 성과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성취-측정

기업 면접을 거쳐 선발된 학생이 입사 전 6개월간 대학에

가능한 목표와 성과 지표가 설정되면 매니저와 팀원이

서 지정 과목을 이수하면서 해당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정기적으로 협의합니다. 직원은 자신의 목표와 방향을

기르고, 입사한 후 6개월간 인턴 실습을 진행하는 제도입

뚜렷하게 알게 되고 동기 부여도 받게 됩니다. 이런 평가

니다. 기업은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있고 퇴사율

는 보상과 커리어와 직결되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공정하

도 낮출 수 있죠. 학생 구직자는 기업에서 실제 업무를 해

게 운용하려고 노력하죠.

보며 직무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취업 문턱이 높은
때에 인턴 실습도 해보고,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관

직원들 리더십을 키워 주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나요?

심 가져볼 만합니다.

미래의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 본사를 포함해 대전, 부산 지사에서 지역 대

IFL 프로그램에 선발된 각국의 젊은 인재들은 18개월 동

학의 인재들을 영입 중입니다. 참여 인원의 절반가량이

안 리더십 커리큘럼을 이수하며 경쟁력을 키워갑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하고 있고요. 인턴십 실습기간

글로벌 멘토들과 관계를 맺고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

중에도 인턴이라는 직무에 제약을 두지 않고, 현업 부서

는 멘토링 제도도 있습니다.

의 멘토들과 밀착 근무하며 현장 업무를 폭넓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에서도 가장 힘든 게 인간관계 아닌가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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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 혹은 인사 관리 전략이 있나요?

식견을 넓히고, 커머셜 센스를 키울 수 있습니다. 올해 야

아데코는 Peakon이라는 외부 기관을 통해 매분기 직원

심차게 시작하는 ‘TAG U’ 프로그램은 급변하는 미래사회

만족도 설문조사(Engagement Survey)를 익명으로 하고

에 대응, 새로운 업무 기술을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있습니다. 임직원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회사에 대한 피
드백을 상세하게 남길 수 있어요. 물론 조직문화와 인간

아데코 그룹은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도 평판이 자자하던

관계에 관련된 영역도 있죠. 조사 결과는 부서별로 취합

데요.

해 매니저들에게 전달됩니다. HR파트에서도 부서별 결

5년 연속 미국GPTW(Great Place To Work Institute) 연구

과를 매분기 리뷰하며, 매니저에게 피드백을 적극 독려

소의 한국지사가 전 세계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일

합니다. 심사 기관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액션플랜을

하기 좋은 직장’ TOP 25위 안에 들었습니다. 특히 2020년

제시합니다.

에는 껑충 뛰어서 7위에 올랐어요.

일하기
좋은
기업
TOP 7

직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명절과 공휴일 앞뒤로 유연근무제를 적용해 연휴를 누릴

다채롭더군요?

수 있다고요?

아데코코리아가 중점을 두는 가

명절이나 어린이날, 성탄절 등으로 이어지는 특별 연휴

치 중 하나가 학습과 경력개발

전날엔 오전에 조기 퇴근합니다. 매달 마지막 금요일은

(Learning&Development)입니다.

패밀리 데이로 정해 조기 퇴근합니다. 무엇보다 업무 효

사내에서 아데코 아카데미를 운

율성을 위해 출퇴근 시간과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영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직급-직무별 전문성

수 있어요. 매월 초 직원들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 출근시

을 개발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짜 놓고 있습니다. 비즈

간을 정해 매니저에게 전달하고, 부서별 근태시간은 월

니스 리더는 물론 CEO, 외부강사들이 트레이너가 되어

별로 관리하고 있죠.

직원들의 커리어 성장을 돕죠. 업무에 도움되는 법률-노
무교육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자부심 높여주는 포상제도 같은 게 있나요?

분기별로 Top Performer를 뽑아 상장과 상금을 줍니다.
직원들이 커리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도 있

글로벌 우수 직원으로 인정받는 것과 동시에 한국에서도

나요?

월례 조회 아데코 챗(Adeco Chat)을 통해 축하받습니다.

여러 교육 리소스 중에 ‘getAbstract’라는 지식개발서비스
가 대표적입니다. 임직원이면 누구나 이 서비스를 통해
22

직원들 건강을 챙기면서 사회 기부도 하는 프로그램이 있

다면서요?

다. 그렇다고 무조건 경력자만 채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Win4Youth’는 임직원, 제휴사, 고객 모두 참여하는 사회

직무에 따라 신입을 채용하는 포지션이 있어요. 아데코

공헌 프로그램입니다. 건강도 지키고 기부도 하는 이벤

코리아도 신입 채용을 자주 합니다. 글로벌 기업에 취업

트죠. 전체 운동시간을 기부금으로 환산해 국제구호기구

할 의향이 있다면 수시채용을 하는 회사의 소셜 네트워

인 ‘플랜인터네셔널’에 기부합니다. 아데코 직원들이 스

크 채널이나 웹사이트를 수시로 방문해 좋은 포지션에

마트폰 앱이나 Win4Youth 웹사이트에 운동 시간을 기록

지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면 3시간당 1프랑으로 환산해 1년에 한번씩 기부금으로
냅니다. 작년에는 아데코 그룹 전체에서 132만6,416시간
을 기록했어요. 올해 목표는 50만스위스프랑(약 6억2400
여만원)입니다.
제일 많은 시간을 기록한 직원에게는 상품도 줍니다.

수시
채용해도
신입 직원은
뽑아요

채용과정에서알아두면좋은팁은?

먼저 서류전형에서는 직무에 대
한 이해가 관건입니다. 채용공고
의 직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각국 지사에서 1년 간 Win4Youth 활동을 알리고 독려하는

후, 이력서에 본인의 관련 역량과

앰버서더 프로그램도 운영하는데 앰버서더로 선정되면

경험을 제시하는 거죠. 간단한 자

유럽에서 열리는 철인 삼종경기에도 출전할 수 있습니다.

기 소개 양식에서 자신의 역량을 어떻게 직무와 연결할
지, 또 커리어에 대한 장단기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구조

사회공헌프로그램 중 다른 기업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적으로 정리하면 좋을 겁니다. 면접전형에서는 서류전형

게 있다면서요?

에서 강조한 본인의 역량과 지원 직무에 대한 자신만의

운동선수들의 은퇴 후 커리어 개발을 도와주는 ‘ACP(Athlete

명확한 동기를 어필하세요.

Career Program)’란 프로그램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와 함께 올림픽-패럴림픽 참가

궁극적으로 아데코는 어떤 인재를 선호하나요?

선수와 은퇴 선수들이 은퇴 후 새로운 적성을 찾아 취업

아데코는 사람과 조직을 연결해주는 비즈니스인만큼, 매

할 수 있게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데코코리아도 은퇴

력적인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지닌 인재를 선호합니다. 동

선수들을 위해 이력서 첨삭과 면접 준비를 도와주고 커

종업계 경력이 메리트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력이 없

리어 컨설팅을 해줍니다.

어도 소통능력과 관계 형성 역량을 보여주는 경험이 있으
면 좋지요.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꼽을 수 있겠네요.

아데코코리아의 채용 과정은 어떤가요?

자신의 역량과 가능성을 믿고, 회사와 함께 성장하겠다는

아데코코리아는 결원이 생길 때마다 수시 채용을 합니

긍정적인 성취욕을 지닌 분이면 아데코와 잘 맞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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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CEO
한 번 경험해 볼래요?
소피 론세트 . CEO for One Month 2021
한 달 동안 글로벌 CEO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CEO for One Month’,
세계적으로 화제를 낳은 아데코 그룹의 인기 프로그램이다. Q&A로 궁금증을 풀어본다.

왜 그렇게 인기인가요?

첫 사회생활을 기업의 CEO로 시작하면
서 일해 보는 일생일대의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지원자가 그렇게 많다면서요?

CEO for One Month는 2015년도 처음
시작했는데 전 세계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
태 속에서도 20만6,000명 이상의 지원
자가 몰렸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나요?

아데코 지사가 있는 45개국에서 지원자
모집부터 부트캠프, 선발 등의 전 과정
을 동시에 진행하는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입니다. 서
류평가, 면접평가, 부트캠프 등의 채용 과정을 거쳐 45개
국 로컬 지사의 CEO for One Month로 선발되면 한 달간
로컬 지사의 대표이사와 함께 일하게 됩니다.
한 달짜리 CEO로 머무는 건 아니겠죠?

한달 동안
글로벌
CEO와
일하기

그룹 본사 직원, 60개국의 지사
직원들과도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한 달 간 인턴 실습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로컬 CEO for One Month로 선발되면 임원진과 네트워

글로벌 CEO for One Month에 지원하게 됩니다. 45개국

크를 형성하고 글로벌 기업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몸으로

의 로컬 CEO for One Month 가운데 한 명이 최종 선발됩

체험하며 배울 수 있게 되죠. 본인만 열심히 하면 아데코

니다. ‘Global CEO for One Month’가 되는 거죠. 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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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리히에 있는 아데코 그룹 본사의 알린 드하즈 대표이
사를 쉐도잉하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 본사 CEO와 생활한다는 말인가요?

취준생에게
글로벌 CEO
월급을
준다고요?

하게 되면 글로벌 본사 CEO와
동일한, 약 2,000만원 정도의 월
급을 받게 됩니다. 또한 CEO for
One Month가 아데코 그룹에

그룹 본사의 CEO와 함께 같은 사무실에서 한달 간 함께

서 함께하기를 희망하면 최대한

생활하게 됩니다. CEO가 참석하는 모든 출장과 미팅에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

도 참석합니다. CEO가 어떤 업무를 하고 어떤 결정들을

재 2018년도 아데코 그룹 CEO for One Month는 Global

내리는지 옆에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죠.

success manager로, 2019년도 글로벌 CEO for One
Month는 프로젝트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입이

해외출장도 함께 가나요?

아니라 시니어 포지션으로 커리어를 시작했죠.

2019년에 홍콩 출신의 소피아 양은 글로벌 CEO for One
Month로 선발돼 4개 대륙의 12개 도시를 본사 CEO와 함

한국에서도 그런 기회가 있나요?

께 다니기도 했죠. 물론 모든 경비는 아데코에서 부담했

물론입니다. 2017년 Korea CEO for One Month였던 김지

고요. 해외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세계 각국의 CEO들과

선씨는 아데코 그룹 호주지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맡아 해

시간을 보내는, 청년기에 잊지 못할 추억과 커리어를 얻

외 근무를 했습니다. 현재는 아데코 APAC 싱가폴 본사로

게 되는 셈이죠. 글로벌 CEO for One Month 출신들은 대

옮겨 Chief of staff 포지션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부분 아데코 그룹에 입사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CEO for One Month였던 최정윤씨는 학업 때문에 계속 근
무하지는 못했지만, 주 1회 출근하는 Business intelligence

그 프로그램에 뽑히면 특전이 있나요? 월급도 주나요?

포지션으로 아데코코리아에서 근무했습니다.

Global CEO for One Month에 선발되어 본사에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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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01

이윤하 . Marketing & Communication Coordinator

멀티플레이어보다 스페셜리스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담당은 어떤 업무를 하나요?

아데코코리아 임직원들이 해외 아데코 직원들과 소통할

아데코코리아의 소셜 네트워크 채널을 운영, 관리합니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데코 그룹 대내외

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링크드인, 네이버 블로

에서 진행하는 인터뷰나 웨비나(온라인 세미나)를 준비

그, 유튜브 등 6개의 SNS채널이 그 대상입니다. 구직자들

합니다. 그룹에서 발간한 레포트나 기사로 자료를 준비

이 커리어 개발에 도움될 만한 취업 정보나 채용 공고의

하지요.

내용을 이미지와 캡션으로 제작해 주기적으로 업로드하
고 있습니다.

멀티플레이어 역할을 하는 것 같네요?

특히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사회 초년생 구직자들에게

글쎄요. 업무 강도는 업종마다, 직무마다 달라 한마디로

도움이 될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인사담당자와 헤드헌

정의 내리기 어려울 것 같네요. 아데코코리아는 명확한

터들에게 정보를 받아 취업전략들을 업로드하기도 합니

성과목표와 기대행동-역량들을 제시한다고 생각합니다.

다. 유튜브에서는 온라인 취업 특강용 영상을 올리는 이

근속연수나 연령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능력 위주로 평

벤트성 프로그램도 기획, 진행합니다.

가하는 문화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의
커리어를 향한 성찰과 자기계발을 시도할 수 있는 환경

아데코의 사회공헌 프로그램도 운영, 관리한다면서요?

인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는 ‘CEO for One Month’ 인턴십 프로그램을, 하
반기에는 ‘Experience Work Day’를 기획, 홍보, 진행하고

처음 입사했을 때 느낀 회사 분위기는 어땠나요?

있습니다. 스포츠 국제기구와 함께 운동 선수들을 위한

확실히 수평적이고 유연한 분위기라는 건 체감할 수 있

커리어 컨퍼런스도 제 업무입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었던 것 같아요. 일반 직원부터 매니저와 임원, 심지어 대

Win4Youth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사내 뉴스레터와 이벤

표님까지 격의 없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모습이 인상적

트도 맡고 있습니다.

이었습니다. Adecco Chat, Kick-Off, Townhall Meeting,
CEO Lunch 같은 자리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경영진이

업무 범위가 엄청 넓은데 아데코 그룹의 갖가지 이벤트를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걸 봤을 때 수평적 조직문화가 자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일도 한다면서요?

리잡고 있다고 생각했죠. 휴가 사용이 자유롭고, 불필요

아데코 그룹은 ‘Unily’라는 사내 인트라넷과 ‘마이크로소

한 야근 강요가 없는 업무 분위기는 흔히 생각하듯, 유연

프트 팀즈’를 활용해 전 세계 60개국의 아데코 임직원들

하고 합리적인 외국계 기업의 이미지에 부합된다고 느껴

이 자유롭게 정보를 나누고, 소통합니다. 그 네트워크를

졌어요.

통해 그룹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사내 이벤트를 홍보하고
26

‘이 회사는 정말 다닐 만하다’고 판단하게 된 근거가 있었나요?

공정성과 투명성이 유지되는 조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연-지연-성
별-연공서열 이런 거 안 따지고 개인의 역량-성과에 따라 커리어를 상승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줍니다. 실제로 아데코에 젊은 리더, 여
성 리더가 많은 것도 그 증거죠. 평가 체계, 기준, 프로세스, 그리고 보상
제도 모두 명확하고 공정하게 운영하죠. 그런 걸 또 투명하게 공개하
고, 구성원들끼리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돼 있어요.
회사의 현황,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 미래의 진로가 맘에 들었나요?

아데코 그룹의 비즈니스는 HR 솔루션을 바탕으로 ‘360도 서비스’
전체 범위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임시직-정규직 채용 등의
솔루션을 넘어, 점점 더 변화하는 직업 세계의 요구를 충족시
키기 위해 경력 전환, 인재 개발 같은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
거든요. 이 모든 서비스들은 아데코 그룹 내 10개의 글로벌
브랜드로 구성된 에코 시스템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
다. 아데코코리아 역시 그룹의 서비스 자원과 네트워크
를 기반으로 신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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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02

김선홍 . Key Account Consultant

“조율 한 번 해주세요”
Key Account Manager는 어떤 업무를 하나요?

오후에는 아데코 소속으로 근무하는 파견 직원들의 급여

제가 속한 부서는 General staffing division인데요, Key

지급 관련 업무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태내역을 확인

Account Consultant는 아데코와 계약을 맺고 있는 고객

하고, 시간외 근무 수당도 계산합니다. 퇴사하는 직원들

사를 대상으로 파견과 도급, 정규직 채용 대행 등 다방면

의 경우 연차 수당과 퇴직금 정산을 하게 됩니다. 물론 고

의 HR 솔루션 제공자(Provider)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객사에 업무 대행료를 청구하면서 상담을 이어가죠.
또 수시로 인사 관련 문의 사항에 대해 전화나 메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신다면…

실시간 응대합니다. 고객사에 직접 방문해 미팅을 진행

고객사가 요청한 조건에 맞는 후보자를 채용 단계부터

하기도 합니다. 요컨대 채용과 청구, 기타 인사 관리가 제

시작해 급여나 근무 조건을 설정하고 퇴직할 때까지 전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적으로 관리합니다. 고객사와 파견, 도급 계약을 처리
하는 것이 주요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용 단계에서

업무 중 가장 힘겨운 작업은 무엇인가요?

는 회원 고객사의 인사 담당자들과 협의하고, 급여 지급

한마디로 ‘조율’입니다. 파견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고객

과 세금계산서 발행 등 대금을 청구할 때는 영업지원 담

사-파견사-근무자 3자 사이의 계약 관계에서 시작됩니

당자들과 일을 하죠.

다. 그런데 계약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계약 당사자가 기
대하는 것과 다른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

구직자와 구인자, 양자 사이에서 원만한 협상이 이뤄지도

서 이해관계를 조율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바

록 이끄는 일이겠네요?

로 Key Account Consultant 역할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고객사와 근무자들이 가장 먼저 찾는, 컨택

아무래도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말 한

포인트 역할이죠. 그래서 고객을 응대하는 능력과 소통

마디도 조심해야 합니다. 내 말 한 마디가 아데코를 대표

이 무엇보다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의사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책임감이 크죠.

하루 업무가 다채롭게 흘러가겠군요?

보람을 느낀 순간은?

오전에 출근하자 마자 채용 현황을 확인합니다. 새로운

채용 절차가 잘 마무리되어 새로운 직원이 고객사에 투

신규 채용 요청이 접수되었는지, 면접 일정은 어떻게 되

입될 때죠. 기억에 남는 것은 2019년 6월 아데코 아시아

는지 파악합니다. 합격자와 입사 절차를 진행하면서 근로

태평양 지역 본사에서 진행한 인센티브 여행입니다. 2박

계약을 정하고 포지션 별로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이

3일간 마카오에서 쉬면서 즐겁게 보냈는데 다른 나라에

단계에서 고객사 담당자와 내부 임직원들과 소통합니다.

서 근무하는 아데코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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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그들이 평소에 어
떤 생각으로 일하는지 들을 수 있어 흥미롭기도 했지만 글로벌 마인
드, 글로벌 경험을 향한 도전의식을 갖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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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03

최지호 . Recruiter

“기업과 구직자 모두 윈윈해야죠”

리쿠르팅(Recruiting) 담당은 어떤 업무를 하나요?

하루 일과는 어떻게 흘러가나요?

고객 기업에서 의뢰하는 포지션 채용의 전반적인 과정을

출근하면 먼저 일정표를 확인도 하고 추가도 합니다. 여

진행하는 업무입니다. 제가 속한 General Staffing 팀은 파

러 업무를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리스트를 작성해 두

견계약직을 주로 채용합니다. 당연히 파견계약직 채용과

는 게 좋습니다.

사원급 정규직 채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면접이 있는 날에는 입사 지원자에게 참여 여부를 확
인합니다. 대개 구직자들은 더 좋은 입사 조건을 찾기 때

업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소개해 줄 수 있나요?

문에 여러 기업에 지원하거든요. 심지어 하루 전에 일정

기업에서 뽑고자 하는 포지션을 공개하면, 담당자가 포

을 조율해 놓고도 면접에 불참하거나, 연락조차 안 받는

지션의 담당 업무, 자격 요건, 회사 정보 등을 파악해 채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면접 당일 오

용공고를 작성합니다. 구직자들이 이 공고를 보고 최대

전에는 이탈하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해 참여 여부를 고

한 많은 정보를 확인한 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객사에 전달해야 합니다.

입사 지원자들의 이력서를 검토한 뒤 적합한 후보자에

보통 오전에는 출근 전까지 온 메일을 정리하고, 지원

게 유선으로 연락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공유합니

자들의 이력서를 검토합니다. 오후에는 적합한 이력을

다. 지원하려는 의지가 확실한 후보자의 이력서와 간략

보유한 지원자에게 연락해 포지션에 관한 안내도 하고

한 정보를 고객사에 전한 뒤 서류 심사 결과를 기다립니

서류 상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정보들을 확인합니다. 대

다. 서류 전형 통과자와 일정을 조율해 면접을 치르고 최

면 상담도 간혹 하지만 주로 유선으로 합니다. 이렇게 취

종 합격하게 되면 오퍼 절차를 진행합니다. 입사 후보자

합한 이력서와 요약 정보는 고객사와 Account Manager

의 경력 증빙, 급여 증빙 등을 합니다. 이 절차까지 마치

에게 전합니다.

면 입사 일자, 연봉 수준이 결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오퍼
레터를 전달합니다.

물론 지원자를 찾기 위해 아웃서칭을 합니다. 주로 잡
코리아, 링크드인, 사람인 등의 잡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

후보자가 오퍼를 수락하고 입사하게 되면 포지션 채

지만, 제약이나 IT 분야 등 특정 직무를 채용할 때는 관련

용이 마무리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진행하는 업무이

커뮤니티나 카페, 대학 취업센터 등을 통해 포지션을 제

고, 이후에 입사한 분들을 관리하는 것은 Key Account

안하기도 합니다.

Consultant가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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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가장 힘겨운 일은 무엇인가요?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아무래도 후보자가 이탈하는 것입니다. 입사 후보자 한
명 한 명과 접촉해 고객사에 추천하는 과정은 시간과 공
력이 드는 일인데 면접 조율 과정에서, 혹은 입사 이후 후
보자가 이탈하면 채용 과정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
해야 하거든요. 특히 입사까지 완료했는데 개인적인 사
유로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가 진이
빠집니다.
최종 합격자가 감사의 전화를 할 때 가장 보람 있죠. 한
번은 제가 진행했던 파견계약직 근로자의 근무처에서 제
게 메일을 보내 파견 근무자에게 별도로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 일처럼 기뻤습
니다.

보그워너평택

자동차 엔진과
파워트레인의 강자

보그워너는 내연기관 자동차, 하이브
리드 자동차, 전기자동차 등에 장착
되는 다양한 부품을 생산하는 자동차
기술 솔루션 글로벌 기업이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으로
서 ‘깨끗하고 에너지 효율적인 세상’
를 비전으로 내걸면서 자동차 시장에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솔루션을 제
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미래 환경
을 생각하고 조직내 다양성을 추구하
는 조직문화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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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그워너가 제시하는 비전

“ 깨끗하고 에너지 효율적인 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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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 변속기로
명성 쌓은 글로벌 기업

보그워너는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 세계적 명성을 갖고 있는 글로벌 회사입
니다. 주로 어떤 제품을 생산하나요?

자동차 엔진과 파워트레인용 부품을 생산합니다. 파워트레인은 간략하게
말하면 엔진에서 발생한 동력을 바퀴에 전달하는 일련의 장치 즉, 클러치 변
속기 출력축 종감속기어 차동기어장치 등을 말합니다.
보그워너의 글로벌 위상은 어떤가요?

2020년 기준으로 102억 달러(약 11조5,290억원)에 달하며 24개국에 99개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체 종업원은 5만여명 정도입니다.
보그워너가 자동차 부품 제조 부문의 선도기업을 성장한 계기는 뭔가요?

1950년 승용차용 자동변속기 ‘Ford-O-Matic’을 선보이며 변속기 개발업체
로 부상했습니다. 1965년 ‘홀리(Holley)’란 상표로 판매된 카뷰레터의 생산량
은 1억 개를 넘겼습니다.
국내에도 역할이 서로 다른 보그워너의 자회사들이 여럿 있던데 보그워너평
택에 대해 전반적인 소개를 해주세요.

미국 보그워너 본사에서 100퍼센트 투자한 외국계투자기업으로서 파워트
레인 솔루션 분야의 테크놀로지 리더를 목표로 2002년 출범했습니다.
주로 자동차의 타이밍 체인, 변속기 체인, VCT(구동 캠 타이밍 조절기구)
를 제조합니다. 국내외 주요 완성차업체 이를 테면 현대 기아 GM 르노 쌍용
재규어 랜드로버 지리차 등의 1차 협력사입니다. 직원은 280여명이고 매출
액은 약 2,000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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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자동차 시장에서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보그워너가 대내외적으로 내세우는 미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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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 제품기술부 대리

“우리 엔진 쓰는 자동차 보면 힘나죠”
보그워너평택엔 언제 입사했나요?

2016년에 대학 졸업 후 바로 입사해서 올해 5년차인 제품
기술부 대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품기술부의 업무와 팀 내에서 맡고 있는 역할은 뭔가요?

제품기술부는 고객사가 필요로 하는 제품을 개발합니다.
제가 맡은 업무는 현대자동차의 K5, 아반테, 소나타, 투
싼, 스포티지 등의 모델에 사용되는 감마2 엔진과 모닝,
i10, i20, i30 등 소형차에 장착되는 개선 카파 엔진의 주요
부품 사양을 개선하는 일을 합니다.
언제 보람을 느끼게 되나요?

제품이 양산되고 우리 회사 제품이 장착된 차량을 도로
에서 보았을 때 같습니다. 제가 프로젝트 개발에 참여해
생산된 차량이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택받게 되면 정말
뿌듯해지죠.
팀 스피릿이 중요할 텐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떤가요?

팀단위로 일하기 때문에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 자발적으
로 협업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해 회식
이나 워크샵 등이 없어져 조금 아쉽습니다. 최근엔 연
달아 여러 프로그램이 시작돼 매우 바쁜 나날을 보내
고 있습니다.
팀 단위로 달성해야 하는 업무 목표가 있겠죠?

고객사, 협력사, 사내 등 수요처의 요구에 맞춰 제품의 문
36

현대차
엔진
주요 부품
개발

제를 해결하거나 개선하는 것이

업무 중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죠. 말로 하자면 한없이 디테일한

외국어 소통인 것 같습니다. 본사-협력사-계열사 등과

업무가 많은데 결론적으로 말하

업무 연락을 할 때 영어로 문서를 작성하거나 통화해야

면 고객사 제품의 경쟁력을 높여

하는데 상대편 특히 고객에게 정확하고 상세하게 설명하

야 하는 업무가 많죠.

는 일은 항상 어렵지요. 전문 용어를 써가며 원어민처럼
이야기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러자면 고객사 제품의 원가 경쟁력을 고려해야겠군요?

고객사의 제품에 최적화된 디자인과 사양을 면밀하게 검

제품기술부에서 일하려면 어떤 경험이 필요하던가요?

토해 협의해야 합니다. 각 부품의 소재와 크기 등이 원가

흔히들 말하는 ‘엔지니어링 센스’가 기본적으로는 필요한

를 좌우하거든요. 그래서 고유의 기술을 제대로 적용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외국계 회사라서 탄

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비용이 추가로 들 때가 많습니다.

탄한 영어 실력이 필요합니다. 본사(미국)와 협력하여 국
내외 고객사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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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매출

종업원수

102억달러

5만여명

자동차시장서비스 분야
제조시절 분포
24개국 99개소

경차, 상업용차량,
오프하이웨이 차량,
부품시장

로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으면 업무가 힘

요. 물론 주 52시간제가 도입돼 워라밸을 보장해 주긴 하

들어집니다.

지만요.

미국본사
파견근무
기회제공

글로벌 기업에 근무하면 외국 현
장에서 일할 기회가 오지 않나요?

제품기술부는 해외 출장 기회가

공학 분야
자격증
있으면 유리

외국계 기업에 취업하려면 어떤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외국계 기업은 당장 일할 수 있는,

여러 번 옵니다. 제 경우는 엔지니

교육과 연수가 덜 필요한 직원을

어 로테이션 프로그램으로 미국

선호하기 때문에 경력자를 많이

본사 연구소에 장기간 파견되어 일한 적도 있습니다. 회

선호합니다. 따라서 신입이라면 경력직에 견줄 만한 자격

사의 핵심인력으로 직접 제품개발에 참여한 경험은 제겐

증과 인턴 경험 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학도라면 전공

큰 자산입니다.

과 관련된 기사 자격증을 먼저 따 두는 게 좋겠지요. 저같
이 기계공학 전공이라면 일반기계기사 자격증이 좋다고

보그워너평택은 직원들을 위한 복지혜택도 탄탄하죠?

생각합니다.

단체 보험, 학자금, 명절비와 휴가비 등 복리 후생은 다른
회사들에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초

서류심사와 면접은 어떻게 준비했나요?

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직급이라 유리한 점도 있지

엔지니어를 채용할 때 어떤 질문을 먼저 하게 될까,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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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에서는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할 지 염두

계 업무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에 두고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배운 것과
앞으로 해보고 싶은 업무에 관해 자세히 적었습니다. 면

기기 설계 분야에 취업하고 싶은 구직자들에게 조언을

접에서도 그런 내용을 가장 많이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한다면?

전공 공부를 충실히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공학 전공
면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질문과 답변이 있나요?

자라면 전공 분야 관련 기사 자격증은 하나씩 보유하면

보그워너를 아느냐는 질문을 면접관에게 받았습니다. 평

좋을 것 같습니다. 방학기간을 활용해 관심 가는 분야의

소 자동차 관련 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자동차 부품

임시직이나 인턴십에 도전해 현장 경험을 해보면 유리하

회사로 잘 알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해외 토픽 기사를

겠죠.

통해 해마다 우승자가 커다란 보그워너 트로피를 들고

특히나 글로벌 기업에 지원하려면 영어는 수단과 도구

웃는 사진으로 보도되는 ‘인디 500 레이싱 대회’의 공식

로서 필수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말하기와 글쓰기 능력

후원사란 것도 알고 있다고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

을 공부해 두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학연수든, 교환학
생이든, 카투사 복무든 영어 울렁증을 극복해두는 것은

제품기술부에 지원한 이유가 있나요?

어떨까요?

기계공학 전공자들은 설계, 도면을 작성하는 분야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죠. 현장에서 직접 제품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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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
이민지 과장 . ‘외투기업 채용박람회’ 담당

“국내 최대 규모
외투기업
채용박람회로 오세요!”
탄탄한 글로벌 외투기업
화끈한 채용정보 대공개

외투기업채용지원팀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인재를 찾는 외투기업과 글로벌 조직문화에서 일하고 싶은 구
직자들이 만나 함께 일할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는 일을
합니다. 팀 규모는 5명이지만 일당백 정신으로 다양한 지원행
사와 매칭 프로그램을 기획 진행하고 있습니다.

KOTRA의 대표적인 외투기업 지원 사업인
채용박람회가 작년 코로나 상황 속에서 최초
로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첫 시도라 모두가
우려 반 기대 반이었건만, 온라인 플랫폼 특
유의 편리함으로 구인기업의 뜨거운 호응과
함께, 7만여명의 구직자 방문을 기록하며 성
황리에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백신 접종과 포
스트 코로나, 코로나와의 공생 등 잇다른 뉴
노멀 속에서, 채용박람회는 또 다시 ‘최초’에
의 도전을 앞두고 있다. 올해 열리는 외투기
업채용박람회는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형
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박람회를 총괄하는
이민지 과장을 만나 외투기업의 현황, 외투기
업을 위한 KOTRA의 역할, 그리고 새로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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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준비하는 속사정을 들어보았다.

언제부터 이 일을 했나요?

지난 2월부터 외투기업 채용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4년 KOTRA에 입사한 이래 해외전시팀, 경제외교기획팀에
서 근무하다가 뉴욕 지사 발령을 받아 4년 동안 근무하고 돌아
왔습니다. 그동안은 주로 수출 기업이나 해외시장에 진출한 한
국기업을 지원해왔습니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을
지원하는 업무는 이번이 처음인데 그동안의 업무 경험을 바탕
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하려고 합니다.
구직자들은 외투기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국내에 진출해 있는 훌륭한 외투기업들이 많지만 아쉽게도 구직
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해당 분야에서 글로
벌 실적과 테크놀로지를 갖고 있는 유망한 기업인데 한국 사회

에는 안 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죠. 대개는 일반 소비자가

간 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개개인의 성과는 확실하

아니라 기업을 상대하는 B2B 기업이어서 일반인들은 잘

게 평가하는 운영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팀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

뉴욕의 기업들은 더 냉정하게 평가하고, 기준에 맞지 않

니다.

는 인원은 과감하게 해고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

애초에 구직자들이 외투기업에 도전하기 어려운 장벽이

외투기업의 조직문화에 한국만의 기업정서가 반영돼 있

있나요?

기도 한가요?

외투기업의 존재에 대해 잘 모르는 것도 장벽이지만 잘

한국의 외투기업들은 해외의 글로벌 기업적 특성에 더

못된 편견도 작용하는 거 같습니다. 영어에 대한 불안감

해, 직원들 사이에 동료와 조직에 대한 강한 신뢰와 유대

때문에 외투기업에 지원하지 못한다는 이들을 꽤 많이

감이 돋보인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한국인의 정(情), 조

봤습니다. 하지만 외투기업에 들어간 이들은 영어가 수

직에 대한 로열티 같은 특성이 반영돼 나타나는 것 같습

단에 불과하다고들 합니다. 다른 전문성이 있으면 충분

니다.

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외국계 회사에 다니면
영어는 점차 좋아지게 마련이기도 하구요. 외투기업 채

외투기업은 취업준비생들이 도전해 볼만한 일자리인

용지원 담당자로서 자신감을 갖고 도전해 보라고 권유하

가요?

고 싶습니다.

외투기업의 한국 법인은 비록 운영 규모는 작더라도 실
적과 기술력만큼은 세계적인 곳이 많습니다. 세계 탑티어

한국에 진출해 있는 외투기업들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

(일류)의 기술력은 그야말로 경쟁력이 뛰어나지요. 구직

각하나요?

자에게는 소위 ‘좋은 일자리’인 회사들이 대부분입니다.

외투기업에 대한 느낌을 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자유로움’
같습니다. 그 속에서 실적은 탄탄하고 시스템은 조직적

KOTRA는 그 ‘좋은 일자리’를 구직자들에 연결해 주기 위

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뉴욕에서 보았던 현지 글로벌

해 어떤 일을 하나요?

기업들의 조직 체계를 한국의 외투기업들에서도 볼 수

가장 대표적인 게 외투기업 채용박람회입니다. 정보의

있더라고요. 기업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시

미스매칭 때문에, 기대치의 간극 때문에 거리가 있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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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외투기업과 구직자가 행복하게 만날 수 있는 자리입

박람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니다.

10~11월 사이에 이틀에 걸쳐 진행됩니다. 올해는 10월 21,
22일 이틀간 서울 대치동에 있는 SETEC에서 열릴 예정

외투기업과 구직자들을 위해 채용박람회에 대해 좀 더 구

입니다. 기업 모집은 통상 행사 2개월 전부터 시작되고,

체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기업모집이 끝나면 구직자를 모으기 위해 각종 채용 포

우리나라 전체로 보더라도 가장 대표적인 외국인투자기

털, 옥외광고, 블로그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전방위적으

업 지원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올해로 16

로 홍보를 진행합니다.

번째를 맞습니다. KOTRA로서는 ‘제대로 키워온’ 사업이

행사 당일에는 기업들이 각자 홍보 부스에 찾아온 구

라고 할 수 있는데 국내 유일의, 최대 규모의 외투기업 테

직자들과 자유롭게 상담합니다. 부대 프로그램은 해마다

마 박람회입니다.

조금씩 다르지만, 주로 기업들의 채용설명회, 일타 강사

박람회에는 매년 외투기업 130~150개사, 구직자 1만

의 취업특강, 이력서/면접 코칭 등으로 편성합니다. 구직

3,000~1만5,000명이 꾸준히 참가해 평균 500여건의 취업

자들이 취업 역량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 자리로 구성

이 성사됩니다. 우수한 근무환경과 사업 경쟁력을 자랑

합니다.

하는 외투기업과 역량을 갖춘 구직 인력이 만나 소통하
고, 이 만남을 통해 기업이 발전하고, 나아가 더 많은 일

코로나 사태로 행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자리가 창출되게 하는 것이 박람회 사업의 궁극적인 비

작년에는 최초로 온라인으로 박람회를 열어 성공적인 결

전입니다.

실을 맺었습니다. 올해는 오프라인 행사로 진행하게 되는
데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도 확대해 적용했습니다. 앞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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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정착시켜 사업 규모도 확대하고, 이용자 편의도 끌

고 등 다양한 채용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

어올리는 데 주력하려고 합니다.

니다.

박람회 외에 외투기업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사업을

인사 담당자와 구직자가 한 자리에서 심층 상담을 하는

운영하나요?

행사도 진행한다면서요?

KOTRA는 외투기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6퍼

올해 2월부터 ‘외투기업 만남의 날’(상세내용 83~84쪽)이

센트 이상이 비정기적 상시 채용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

란 행사를 한달에 한 번 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국내 최대의 취업지원포

용행사가 온라인으로 대체됐지만 미진한 점이 많아 대면

털인 잡코리아의 VIP 채용관 안에 외투기업만을 위한 채

상담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겁니다. 방역 지침

용전용관을 운영중입니다. 연중 언제든 사업신청서를 작

을 따르기 때문에 소규모로 진행하지만 내용이 알차 반

성해 참가할 수 있습니다. 참가기업에게는 고액의 구인

응이 뜨겁습니다.

광고를 게재해 주고 인재 서칭, 인적성 검사 등 각종 부가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KOTRA가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가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연간 10만명 이상 방문하는 네이버 공식 블로그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외투기업 채용지원팀이 주관하는 사업소
식, 참가기업 모집정보, 담당자 미니인터뷰, 신규 채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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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코리아

진공기술로
우뚝선
미래산업 총아

“때로는 보이지 않는 진공기술이 여러분의 일상을 풍
요롭게 만듭니다. 매일 보는 전자제품, 매일 쓰는 일상
용품, 매일 타는 자동차까지 모든 생활을 가치 있게 만
드는 진공기술. 우리는 세상에 없던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어 갑니다.”
진공기술 산업을 선도하는 에드워드의 야심찬 선언이
다. 100여년 역사를 지닌 에드워드는 미래 첨단산업에
없어서는 안 되는 진공기술을 앞세워 또다른 100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산업기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진공펌프로 일찍이 명성을 쌓아온 에드워드는 4
차산업 발달로 반도체칩 수요가 급증하면서 앞서가는
첨단기술과 솔루션으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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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전통
진공펌프로
점유율 장악

에드워드는 글로벌 기업이지만
일반인에게는 다소 낯선 회사인
데 무슨 일을 주로 하나요?

제조업 분야가 상당 부분 그렇듯
이 에드워드도 B2B 회사라 생소
할 겁니다. 에드워드는 진공 및 가스 처리 솔루션 회사입
니다. 간단히 말해서 진공펌프와 관련 제품을 생산-판매
하는 회사입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건식 진공펌프의 글로벌 점유율은 세계 1위입니다.
그룹 규모가 어마어마하겠군요?

전세계 30여개 국에서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산 기지만 15개가 있고 100개 이상의 서비스센터가 가
동중입니다. 글로벌 직원은 6,500여명입니다. 에드워드
가 발 담그고 있는 산업영역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력
발전, 산업솔루션, 분석장비, 신재생 에너지, 조명&에너
지 저장장치, 화학처리공정, 스마트산업, 연구개발 등 다
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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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역사가 100년이 넘었다면서요?

체를 펌프질하거나, 물건을 옮기거나, 무거운 기계를 구

1919년 영국의 물리학자인 F.D. 에드워드가 런던에서 처음

동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설립한 회사입니다. 인수합병 과정을 거쳐 2014년도 스
웨덴 산업용 생산성 솔루션 업체인 아트라스 콥코(Atlas

어떤 분야에서 주로 쓰이나요?

Copco) 그룹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전력 생산에서부터 철강 생산, 우주 공간 시뮬레이션, 고
에너지 물리학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의

에드워드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어준 진공펌프에 대

약품 휴대폰 컴퓨터 식료품 자동차 화학물질 등에 이르

해 간략하게 소개해 주세요.

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물론 가장 대표적인 건

진공펌프는 외부의 기압에 영향을 받지 않는 어떤 용기

반도체 생산공정입니다.

나 공간 안의 기체 분자를 제거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에드워드가 생산하는 진공기술 관련 제품도 그만큼 다양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뜻하는, 일반적인 의미에

하겠군요?

서의 ‘진공’과는 다른 거겠죠?

소형 건식 펌프, 산업용 건식 펌프, 케미컬 건식 펌프, 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진공은 대기압보다 낮은 압

도체 건식 펌프, 초고진공 펌프, 확산 펌프, 오일 씰 펌프

력입니다. 대기압 이하의 저압기체를 흡인-압축해서 대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물론 진공 측정, 가

기 중에 방출함으로써 용기 속의 진공도를 높이는 겁니

스 누출 감지, 가스 분석 등 관련된 부가제품도 폭넓게 생

다. 진공도 고진공부터 저진공까지 다양한 범위가 존재

산합니다.

합니다. 진공은 산업기계에서 주로 쓰이는 기술인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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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한국 지사인 ‘에드워드 코리아’ 천안 공장에서

퍼의 품질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만큼 진공

생산하는 반도체 관련 제품에도 당연히 진공기술이 적용

펌프는 필수적입니다.

되겠군요?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축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반
도체 원판, 즉 실리콘 기판이라고 하는 웨이퍼를 운반-연
마-증착-식각하는 전 과정에서 진공 기술이 적용됩니다.
그 중 하나인 증착 공정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웨이퍼

본사 기술
전수받은
한국지사
위상 높아

그룹 차원에서 에드워드 코리아에
꽤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던데?

세계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는 삼
성과 하이닉스의 본사와 공장이

는 반도체 소자를 구동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물질을 얇

있고, 전세계 파운드리 시장점

은 두께의 박막(film)으로 형성해 놓은 것인데 그 과정이

유율의 절반을 차지하는 대만의

바로 증착(Deposition)입니다.

TSMC가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한국이 지리적으로 유

증착 공정을 진행하려면 특정 온도와 압력 조건이 갖춰

리한 건 사실입니다. 고객 대응에 유리하고 배송 시간을

져야 합니다. 그 조건을 대기압보다 낮게 해야 하는데 이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한국 기업은 일처리가

때 필요한 게 바로 진공펌프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스를

빠르고 정확해서 어떤 상황에도 대응을 잘 하죠. 그런 경

흘려 공정을 진행해야 하는 데 펌프가 없으면 작업이 불

쟁력을 인정받아 2011년 천안 공장을 준공해 영국 본사의

가능한 거죠. 반응하고 남은 화학물질을 제거할 수 없을

첨단 생산 시스템과 기술을 이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뿐더러, 불순물이 유입돼도 배출할 수 없기 때문에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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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코리아의 생산능력도 상당하겠군요?

한 해 7900억 원 규모의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수출

천안에 있는 생산 공장에서는 최첨단 기술의 생산 설비

액이 약 3,000억 원에 달합니다. 직원만 해도 1,000명에 가

시스템과 풍부한 경력을 가진 인재들이 모여 연간 3만대

까운 인원이 근무하고 있고 6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

이상의 진공펌프를 생산합니다. 물론 EUV(극자외선) 시

고 있습니다. 협력업체의 약 70퍼센트를 국내업체로 선정

스템과 가스처리 시스템 생산을 통해 반도체, 디스플레

한 것도 주목할 만한 일이지요. 360여개나 되는 국내 업체

이, LED 및 태양전지 제조 장비용 차세대 건식 진공-가스

와 사업을 진행하는 것까지 감안하면 한국 지역사회와 경

처리 솔루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수리 공장도

제 발전에도 톡톡히 한 몫을 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가동하여 진공펌프와 시스템을 재생산해 고객들의 원가
절감을 돕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업영역도 폭넓겠네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력발전, 산업솔루션, 분석장비, 신
재생에너지, 조명&에너지 저장 장치, 화학처리공정, 스
마트산업, 연구개발 등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
집중 육성

에드워드프로그램중에‘Graduate
Development Program’이
란 게 눈길을 끌더군요. 누구를
위한, 무엇을 하는 프로그램인
가요?

‘Graduate Engineer’는 조직의 지속적인 성장에 핵심이 되
는 기술력, 진취적 태도, 인성을 겸비한 학/석/박사 출신

이쯤 되면 에드워드 코리아의 실적도 궁금해지는데요.

의 우수한 인재를 모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채용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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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별도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선발된 인원은 ‘에드
워드 글로벌’의 전문교육-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모집 분
야별로 전문적인 인재육성 과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양성이
춤추는
조직 문화

글로벌 인재를 키우기 위해 다양
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서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4개월 동안 국내에서 여러 부서를

직원 각자 연평균 40시간 이상

순환하며 프로젝트에 참여합니다. 지식 습득과 업무 능

교육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

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1년 동안은 영국, 체코, 중국 등 해

안팎의 온-오프라인 교육도 제공하고 경력을 관리할 수

외에 파견돼 그 나라의 엔지니어들과 함께 교육도 받고

있게 자기 주도 학습과 개발을 하도록 지원합니다. 중간

프로젝트도 참여하게 됩니다.

레벨 이상의 직원에게는 코칭 스킬 프로그램을 받도록
해 리더십을 키우도록 합니다.

에드워드에는 다양성을 강조하는 조직문화가 있더군요?

에드워드는 다양성과 포용성(Diversity&Inclusion)을 핵

글로벌 기업들은 직원들이 멀티플레이어가 되도록 유도

심 가치로 삼고 있기 때문에 직원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

한다고 하던데. 업무 강도가 빡빡하지 않나요?

해 줍니다. 성별 다양성(Gender Diversity) 정책도 그룹

절반만 맞는 거 같습니다. 우리 회사는 멀티플레이어보

차원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표 상으로 관리도 하고

다는 해당 직무를 깊게 아는 직무 전문가 즉 엔지니어 스

문화적으로 장려하기도 합니다. 남자 사원이 대부분인

페셜리스트가 되도록 독려하는 것 같습니다.

부서에 여직원을 배치해 업무 분위기를 개선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용이나 승진 과

에드워드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했나요?

정에서 여성 인력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

현재 시범 운영 중입니다. 출근시간을 오전 7시 30분부터

려합니다. 성추행이나 성희롱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일

9시 30분 사이에 30분 간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시차 출

어나지 않도록 직급에 상관없이 중징계를 하게 돼 있습

근제는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완전자율 출퇴근제를 목표

니다.

로 시스템 및 근무환경을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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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맛 나는 근무 환경에 복지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기업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

면서요?

램이 있다고요?

가장 큰 장점은 선택적 복리후생입니다. 관심도-취미-적

주로 자연과학 전공자들이 회사를 방문해서 공장 견학도

성 등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선택

하고 제품도 보고 채용 절차도 알아 봅니다. 인턴십 프로

할 수 있는데 일정 금액을 회사에서 지원해 줍니다. 또 단

그램을 통해 업무 현장에서 실무도 배우고 문제 해결 능

체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비 걱정을 덜 수 있

력을 키우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현재는 아쉽지

고, 매년 임직원 대상으로 건강검진도 하고 있습니다. 국

만 코로나19 상황이라 공장견학은 잠시 중단했지만 조만

가에서 규정한 대로 가사, 육아를 돕는 제도적 지원도 하

간 다시 운영하려고 합니다.

고 있습니다. 물론 출산휴가도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남자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 반응 좋은 소확행이 따로 있다죠?

사내 카페가 인기 있습니다. 일하다가 리프레쉬가 필요
하다 싶을 때 잠깐이나마 카페에서 동료와 대화를 나누
곤 합니다. 메뉴가 다양한데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있습
니다. 사소한 거 같지만 아침식사 대용으로 유제품 하나
를 골라 먹을 수 있는 재미도 있습니다. 점심 식단은 샐러
드를 포함해 3가지 메뉴가 제공됩니다. 더 뜻 깊은 것은
사내 카페 수익금은 육아원 지원 등 기부활동에 쓰는 겁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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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영 . Product Company-Engineering팀 Graduate Engineer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에요”
어떤 업무를 맡고 있나요?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처음 배치된 부

기술지원팀에서 명칭 그대로 기술 지원 업무와 프로젝트

서에서는 영어 미팅이 많더군요. 특히 오후가 되면 사방

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장 라인에서 제품을 만드는 업

에서 영어로 회의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것

무는 아니고 고객 서비스 업무에 가깝습니다. 고객사가

보다 영어를 더 많이 사용해서 놀랐습니다.

원하는 제품을 분석하고 기술적인 자료를 자문, 제공해
줍니다. 필드 서비스 팀이나 세일즈 팀을 지원할 때도 있

말 나온 김에,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나요?

습니다. 제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고객사의 공정이나 사

개인적으로 외국어에 관심이 많아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용 환경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하는 업무입니다.

는 스트레스가 덜한 편이지만 어려운 건 사실이죠. 입사
초기에 외국인과 미팅할 때 안 들리는 경우가 잦았습니

하루 일과를 스케치해 줄 수 있나요?

다. 주로 영국, 인도, 미국 파트너들과 미팅을 하는데 억양

셔틀버스를 타면 오전 8시 15분 전후에 회사에 도착합니

이 다 달라서. 익숙해질 때까지 그런 환경을 접할 수 있도

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요구르트를 먹으면서 업무 준비

록 상황을 만들곤 합니다. 일상 회화와 엔지니어링-기술

를 합니다. 외국 업체와 일하기 때문에 전날 밤에 온 이메

용어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외국으로 보내는 메일이나

일부터 확인한 뒤 급한 안건부터 처리합니다.

외국인과 미팅하면서 사용할 만한 단어를 따로 적어서

미리 짜 놓은 스케줄을 진행하는 동안 중간중간 예정돼

잘 보이는 곳에 붙여 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

있는 미팅 준비를 하게 됩니다. 어떤 내용을, 어떤 자료로

은 영어실력보다는 내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분명하게

논의할지 구상합니다. 오전 근무가 끝나면 구내식당에서

파악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영어도 커뮤니케이션

점심을 먹습니다. 식사한 뒤 여유 시간이 생길 때는 잠깐

수단이니까요.

씩 휴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오후 근무는 오전보다 탄력
이 붙어서 업무 밀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오후 5시 30분

입사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적응하느라 고생하지 않았

전쯤에 업무 정리를 하고 셔틀버스로 퇴근합니다.

나요?

입사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아직까지는 대단히 힘들
처음 출근할 때 느낌이 어땠나요? 글로벌 기업 분위기가

지도 큰 성과를 내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선 실

느껴지던가요?

무를 차근차근 익혀가면서 많은 경험을 쌓는 데 주력하

첫날이라 긴장해서 그랬는지 설레기보다는 좀 어리둥절

려고 합니다.

하고 조심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 와중에도 직원들
복장이 상당히 자유롭다는 느낌이 들었고 각자 업무에
52

토론으로
문제 해결
능력 키운다

외국계 글로벌 기업은 조직문화

회사생활에서 장단기적으로 세워 놓은 목표 같은 게 있

랄까 사내 분위기가 다르겠죠?

나요?

업무 분야에 따라 다르지만 주니

지금은 시작 단계지만 개인적으로는 10명 이내의 팀을 관

어들에게도 업무를 리드할 수 있

리하는 매니저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매니저가 됐을 때

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큰 장

더 큰 그림을 보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나름의 자기

점 같습니다.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열린 토론으로 이어

계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팀을 이끌려면 팀워크를 잘

갈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는 특히 좋은 문화라고 생각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이 들어 그런 스킬을 키워

합니다. 일방적인 톱-다운 방식이 아니라 수평적 문화가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리잡고 있는 것도 좋습니다. 업무 상 모르는 게 있으면
상사에게 바로 물어볼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의사소통

에드워드 코리아는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과정에서 불필요한 손실을 많이 줄여줍니다.

에드워드 코리아는 제가 다닌 대학과 ‘기업연계형 현장

또 한 가지 매력은 내부 채용이 활발하고 교육 프로그램

실습(IPP)’ 협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에서 6개월

도 많아서 직원 개개인의 능력을 개발할 기회가 많습니

동안 인턴 생활을 했던 친구 소개로 처음 알게 되었는데

다. 기회가 많은 만큼 수동적인 태도보다는 능동적인 태

외투기업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제대로 알게 되었죠. 코

도로 다가가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로나 사태로 새롭게 마련된 온라인 설명회에서 질의-응
답한 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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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전공에
외국어
활용
기회 있어
선택

이 회사를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가

대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있나요?

면접 질문에는 뼈가 있었지만 무례한 내용은 없었던 것

첫 번째는 외국어를 사용하며 일할

같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봤던 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기계전공

접들 중 가장 이상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영어의 경우

을 했지만 비즈니스 영어와 일본어

는 기본적으로 서류 심사 단계에서 회사에서 요구하는

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 강점을 살릴

일정 수준의 영어 성적을 갖춰야 합니다. 면접에서는 실

수 있는 회사와 직무를 집중적으로

력보다는 의사소통 능력과 인성을 살펴본다는 느낌이 있

찾아봤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원하는 직무, 그러니까 기

었습니다.

술 지원 업무가 모집공고에 포함돼 있어서 주저하지 않
았습니다. 에드워드가 핵심 기술을 한국에 많이 이전해

채용절차를 밟기 전에 어떤 전략으로 준비하는 게 좋을

주었다는 뉴스도 믿음을 주었습니다. 물론 ‘워라밸’을 지

까요?

켜준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신감을 키우고 나 자신을 상품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소위 컨셉을 잡으라는 말과 비슷한 맥락

글로벌 기업들은 대개 경력자를 수시 채용하던데 에드워

입니다. 내 강점은 강조하고 약점은 숨기기보다 인정하

드 코리아의 채용절차는 어떤가요?

되 해결해 가겠다는 태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강

모든 채용이 수시로 이루어지는데 채용 절차는 타회사와

점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랄까, 경험이랄까 그런 걸 미리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해야겠지요. 제 경우는 취업 준비 기간 동안 경력 공

제출하면 1차 면접 대상자에게 연락합니다. 제 경우는 1차

백이 생기는 게 불안해 컴퓨터 활용능력 2급을 취득하였

면접 이전에 짧은 영어면접을 비대면으로 하였습니다. 1

는데, 회사에서 엑셀 등을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

차 면접은 함께 일하게 될 실무진이, 2차 면접은 임원진

니다.

이 진행하는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면접자
의 경험을 주로 물어봅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가 원하는
핵심역량 평가가 이루어지는 듯합니다. 1, 2차 면접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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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 Product Company-Engineering팀 Graduate Engineer

“신입직원도 프로젝트 도전할 기회 있어요”
에드워드 코리아에서 맡은 역할은 무엇인가요?

우리 팀은 매일 오후 1시 30분에 품질 대응에 관한 미팅

입사하고 6개월 동안 매뉴팩처링 펌프(Manufacturing

을 진행하기 때문에 12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식사 시간

Pump) 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된 업무는 진공펌프

을 갖습니다. 오후에는 오전과 달리 조립 라인에 직접 내

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해 조립 라인을 개선하는 일

려가서 프로젝트 내용을 작업자들과 공유하거나 피드백

입니다. 현재는 현장에서 편하게 진공펌프를 조립할 수

을 받는 데 시간을 할애합니다. 물론 중간에 잡혀 있는 미

있도록 조립 라인을 설계, 수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

팅도 참석하구요. 오후 5시 30분이 되면 퇴근 전 업무 정

고 있습니다. 제한된 작은 공간에 더 많은 부품을 수용할

리를 하고 5시 50분 셔틀 버스를 타고 퇴근합니다.

수 있는 작업대와 부품 운송용 트롤리를 설계하고, 작업
자가 인체 공학적으로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제작도 합
니다. 이 프로젝트는 마무리 중인데 다음 프로젝트에 투
입될 수 있도록 준비 작업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책임감
따르는
업무 자율성

입사 전에 예상했던 것과 실제 회사
생활 사이에 차이가 있나요?

6개월 동안 근무하는 동안 업무가 힘
들다고 느낀 적은 없습니다. 다만 상

사무직 업무와 다르게 일과가 진행되겠군요?

사가 일방적으로 부여하는 업무를

회사 셔틀 버스를 타면 오전 8시 15분에 회사에 도착합니

수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프로젝트를 제가 맡아서 스

다. 메일부터 확인해 급한 업무를 먼저 처리하고 현재 진

스로 진행하기 때문에 책임감이 크게 느껴지기는 합니

행중인 프로젝트 내용을 점검하면서, 필요한 서류 작업
을 진행하며 오전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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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근에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조립 라인 내에 공

에드워드 코리아의 조직문화는 여느 회사와 다른가요?

간 부족을 개선할 수 있는 솔루션 몇 가지를 준비해서 팀

회사의 핵심 가치 중 하나가 상호작용(interaction)일 정

원과 펌프 조립하시는 분들 앞에서 발표하기도 했습니

도로 자유로운 소통을 중시합니다. 신입 사원의 경우 지

다. 저 스스로 기획한 결과물에 좋은 반응을 얻게 돼 노력

식이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기 힘들지

한 만큼의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만, 에드워드 코리아의 경우 모두의 의견을 최대한 공평
하게 들어주려 노력합니다. 실제로 입사한 지 6개월 밖에

글로벌 기업에 입사하게 됐을 때 기대가 컸을 텐데 회사

안 된 저 또한 매일 같이 우리 팀 차장님께 허심탄회하게

분위기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던가요?

의견을 개진합니다. “제 생각은 이런데 이렇게 프로젝트

사소한 것 같지만 계단을 오르내릴 때 난간을 잡도록 하

를 진행해도 될까요?” “제 생각에는 이 방식이 더 좋은 것

는 에드워드 코리아의 지침이 굉장히 특이하다고 생각했

같은데 바꿔 나가는 건 어떨까요?”라고 의견을 내기도,

습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계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자유로운 소통 문화는 에드워

단을 오르내릴 때 난간을 잡는 것처럼 작은 부분까지 신

드 코리아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경 써주는 경우는 잘 없을 겁니다. 직원들이 영어 이름을
사용하는 것도 처음엔 어색했지만 흥미로웠어요. 메일을

외투기업 근무자에게는 늘 영어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는

작성할 때도 ‘안녕하십니까? 000 부장님’ 같은 형식적인

데 힘들 때가 종종 있죠?

인사말이 아니라 직급에 상관없이 ‘Hi, 000’라고 간략하

아무래도 영어 사용 빈도가 높기 때문에 꾸준히 연습할 수

게 메일을 시작하는 점도 새롭고 놀라웠습니다.

밖에 없습니다. 특히 영국 본사 혹은 다른 나라의 공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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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중시하는
조직문화

도 영향이 미치는 문서나 참고 자

각들을 영어로 작성하고 발표하게 합니다.

료는 영어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

면접은 지원자마다 질문이 다르겠지만 제 경우 1차 면접

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직 영어

에서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전공지식 혹은

를 극복했다고 하기에는 부족한

프로젝트 경험을 주로 물었습니다. 2차 면접의 경우 토론

실력이지만, 회사 내부의 온라인

면접과 다대일 면접으로 진행되는데 토론면접의 경우 주

강의 프로그램인 ‘Learning link’를 통해 관심 분야의 강의를

어진 상황 속에서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서로 의견

들으면서 영어 실력도 키우고 지식 범위도 넓히려고 하고

을 조율하는 형식이었습니다. 다대일 면접은 1차 면접에

있습니다.

서 다루지 못한, 조금 더 개인적인 질문이 많았습니다. 일
반적으로 말하는 인성 면접에 가까웠다고 느꼈습니다.

에드워드 코리아는 어떻게 지원하게 됐나요?

많은 기업의 면접을 본 건 아니지만, 제가 봤던 면접 중에

에드워드 코리아를 처음 접하게 된 것은 대학교 2학년 때

서 가장 편한 분위기였던 거 같습니다.

입니다. 당시 재학 중이던 대학에서 단체로 천안 공장을
견학하였는데 깔끔한 공장 내부와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

어떤 준비를 해두는 게 좋을지 귀띔해주세요.

람들에게서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며

합격할 수 있는 노하우가 따로 있다기보다는 자신의 경

에드워드 코리아가 반도체 산업을 지탱하는 회사라는 걸

험을 잘 정리하고 이를 영어로 간단하게 소개할 수 있도

다시 확인하면서 근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록 연습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류 전형에
서도 영문으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이 회사를 선택한 이유 같은 게 있나요?

미리 준비되어 있다면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을 겁니다.

제 기준에서는 제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인가를 따

물론 영어 면접 때도 도움이 될 겁니다. 이후 면접에서도

졌습니다. 그런 면에서 에드워드 코리아 특히 ‘Graduate

본인의 경험이 잘 정리되어 있다면, 가장 적절하다고 생

engineer’라는 특별한 직무는 최고의 선택지였습니다. 세

각하는 경험을 하나씩 꺼내 자신의 능력을 어필하면 좋

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회사에서 24개월간 교육받고, 다

은 결과를 얻을 거라 생각합니다.

양한 부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크게 다가왔습
니다. 또 6개월 간의 해외 근무를 통해 견문도 넓히고 남

이 회사에서 일하기 위해 미리 갖춰 두면 좋을 것들은 뭐

들이 쉽게 하지 못하는 경험을 일찍 할 수 있다는 점에 고

가 있을까요?

민없이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특정 지식이나 자격증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
다. 다만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 영어의 중요성이 다른 기

채용 분야에
따라
면접 준비는
다르게

에드워드 코리아는 수시 채용을 하

업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토익이나 토익 스

지만 분야별로 채용 절차가 다르다

피킹처럼 영어 실력을 공인해주는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면서요?

따 놓을 필요가 있겠지만, 영어로 일상적인 대화나 메일

제가 입사할 때는 서류 전형, 1차

을 보낼 정도의 실전 영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면접, 2차 면접으로 이어졌습니

Graduate engineer의 경우 6개월 간 부서 내에서 주도적

다. 서류 전형에는 영문-국문 이

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수동적인 스타일보다

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요구합니다. 1차 면접은 영어 시험

는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해서 결과를 얻어낸 경험이 있

과 다대다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영어 시험은 다양한 영

는 능동적 스타일이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지문과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나 의견,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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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훼스토

공장 자동화
솔루션의
선두주자

압도적인 공압(공기압력) 기술로 공장
자동화 산업의 선두주자로 우뚝 선 훼스
토는 100년 가까운 역사를 지닌 독일 기
업이다. 공압 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
팩토리, 인더스트리 4.0, 바이오닉 프로
젝트, LifeTech 등까지 사업 영역을 확
장해 나가고 있다.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혁신하는 조직문화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의 동력이 솟아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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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Factory Automation)-프로세스 오토메이션(Process
Automation, 플랜트 전체를 제어하는 자동화 시스템)의
부품에서부터 제어 레벨까지, 더 나아가 솔루션 베이스
까지 제안 가능한 자동화 토탈 솔루션 특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압 기술로 공장의 생산라인을 자동화한다고 보면 되겠
네요?

그렇습니다. 공장 자동화에 필요한 움직임(Motion)을 공
압(진공 포함)뿐만이 아니라 전동으로 제어하는 일을 한
다고 보면 됩니다. 공장 자동화 시스템에 들어가는 공압
실린더, 공압 밸브, 기타 공압 액세서리, 모터, 컨트롤러,

공압기술
앞세워
자동화 산업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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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스토는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인

전동축 등을 생산하는 겁니다.

가요?

'공압(압축된 공기)' 기술을 세계

텔레비전 경제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자동차 공장, 과자

최초로 산업에 접목한 기업입니

공장, 생수 공장에서는 생산 라인이 자동으로 돌아가던데

다. 그 기술을 바탕으로 공장 자

그런 걸 공장 자동화라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공장 자동화 시장의 선두주자로서 우리가 생

화되었는데, CJ대한통운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면 훼스

산하는 제품군은 크게 세 부류입니다. PNA(공압 자동화),

토의 축과 함께 적용된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소식

EA(전동 자동화), 그리고 PA(프로세스 자동화) 등인데,

은 한국훼스토의 Linkedin과 카카오채널을 통해서도 확

고객의 공장 상황과 고객이 생산하는 제품에 맞는 설비

인 가능합니다.

와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현재 훼스토의 기술력과 제품이 가장 효과적으로 적용되
코로나 상황 속에서 택배업체 노

는 분야는 뭔가요?

동자들의 사고가 빈발하는데 이

훼스토의 기술력과 제품이 제일 빛을 발휘하는 시장은 바

런 작업현장에서도 훼스토의 자

로 반도체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동화 시스템이 유효하지 않나요?

에서 사용하는 스마트폰 혹은 TV에 탑재되는 디스플레이

급증하는 택배 물량을 소화해

를 생산하는 모든 라인의 구석구석에 훼스토의 제품이 들

내는 데 자동화 라인이 역할을

어간다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 원판인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CJ대한통운이 최근에 디팔레타

웨이퍼를 이송하고 분류, 저장하는 공정에서 필수적으로

이징 라인을 도입했습니다. 시간당 700상자 이상을 처

채택됩니다. 물론 그 공정에 필요한 특수가스를 적당한

리할 수 있도록 전동축을 설치한 겁니다. 고객에게는 빠

압력으로 안전하고 정확하게 공급하는 가스캐비닛(가스

르고 정확한 배송을 할 수 있고 작업자들은 단순 반복

공급장치)에도 적용됩니다.

반도체공정
핵심기술로
자리매김한
공압 기술

노동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죠. 최근 언론을 통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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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스트리
4.0 선두주자로
독일 정부에
자문

고객사들의 작업 성격과 환경이
제각각일 텐데요?

을 쓰고 있죠.
스마트 팩토리란 공장자동화는 물론 생산시설을 무인

현장 셋업은 공장 자동화에서 특

화하고 관리를 자동화할 뿐만 아니라 전후 공정의 데이

히 중요한 공정입니다. 설비가 제

터를 연계해 총체적 관점에서 최적화를 이루는 것입니

대로 세팅되지 않으면 오히려 시

다. 훼스토는 스마트 팩토리에 적용 가능한 센서와 분산

간과 인력 낭비가 발생하거든요.

제어 솔루션, 그리고 생산 시스템 구현을 위한 기술을 갖

이런 상황를 막기 위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미세하

추고 있습니다.

게 조합합니다. 제품을 어플리케이션 방식으로 주문하면

또한, ‘바이오닉 프로젝트’란 개미, 나비, 가오리, 해파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립한 후 까다로운 테스트를 거쳐 출

리, 펭귄, 캥거루 같은 생명체의 행동을 기술적인 측면에

고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셋업 공수를 확연히 줄일 수 있

서 연구해 유연하고 스마트한 생산체계에 접목하는 걸

습니다. 고객들의 환경과 조건을 감안해 맞춤형 엔지니어

말합니다. 훼스토는 캥거루 로봇, 코봇(협력 로봇), 인공

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지능으로 자가학습이 가능한 바이오닉 소프트핸드 등 혁
신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훼스토는 단일 제품보다는 애플리케이션 레벨의 토털 솔

LifeTech는 의료 기술과 실험실 자동화를 위한 생명과

루션으로 생산성을 극대화한다죠?

학 분야의 솔루션입니다. 실험실 자동화를 위한 리퀴드

맞습니다. 훼스토가 손을 대고 있는 전동자동화(Electric

핸들링, 유세포 분석, 분석 크로마토그래피 등 맞춤형 솔

Automation System)의 사업 범위는 시설 설비를 제어하기

루션과 산소요법, 산소호흡기, 마취, 치과 드릴, 공기압 요

위한 모션 컨트롤러, 리모트 IO(입출력 신호 기기), 모터,

법 등 의료 기술을 위한 솔루션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비전 센서, 메카닉 액추에이터(유체에너지로
작동하는 기기)까지 폭이 아주 넓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제품을 단일 제품으로도 판매하지만, 복잡한 메카닉 구성
과 제어 프로그래밍을 아우르는 어플리케이션을 토탈 솔

혁신하고
공부하는
조직문화

사업 영역이 정말 다양한데 식음
료 산업, 의약품까지 영역을 넓혀
가고 있더군요?

루션으로 공급하는 게 훼스토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

과자, 아이스크림, 페트병 라인

습니다. 굳이 전동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는 공압과 관

등과 같이 포장 및 라벨링이 진

련된 솔루션도 함께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

행되는 공정에도 훼스토 제품이 적용됩니다. 제품군마다

이지요. 고객들은 TCO(Total Cost of Ownership, 총소유

FDA승인을 받은 제품도 있고, 식음료 산업에도 적용 가

비용) 측면에서 그만큼 이익입니다. 공압과 전동자동화를

능한 제품군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실험실 자동

동시에 제공하는 ‘플레이어’는 훼스토밖에 없거든요.

화와 약액 핸들링을 원하는 시장의 수요가 많아 의약품
에도 진출했습니다. 또한 훼스토는 piezo(피에조)라는 기

훼스토 홈페이지에는 스마트 팩토리, 인더스트리 4.0, 바

술을 응용하여 적은 소음으로 압력을 일정하게 제어할

이오닉 프로젝트, LifeTech 등 새롭고 현란한 용어들이

수 있는 비례 제어 기술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눈길을 끕니다. 훼스토의 정체성과 지향성을 드러내는 것
같던데?

훼스토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

훼스토는 인더스트리 4.0의 모듈과 핸들링 분야에서 선

쳐 왔나요?

두주자로 선정되어 독일 연방정부에 자문을 해 주고 있

공동 창업자인 알베르트 훼저(Albert Fezer)와 고트리브

습니다. 통신 및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의 표준화에 힘

스톨(Gottlieb Stoll)의 이름에서 따온 Festo는 1925년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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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슬링겐에서 설립됐습니다. 당초에는
목공 산업과 관련된 제조업체였지만, 1956년부터
는 공압을 기반으로 한 실린더와 밸브 등을 출시하면서

전동 자동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2020

공장 자동화 산업 전반에 진출하였습니다.

년 기준 28억 유로(약 3조7600억원)에 달하며 전체 매

1975년에는 Festo 국제 표준 실린더를 처음으로 개발해

출액의 8퍼센트를 R&D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글로벌 표준 정립에 기여했습니다. 1989년에는 전 세계

2,900여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매년 100여개의 새로

최초로 밸브 터미널을 개발하여, 점차 고도화하는 기계

운 특허를 얻고 있습니다.

장비의 생산성 향상에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훼스토가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이

한국훼스토의 위상은 어느 정도인가요?

유는 이런 혁신과 개발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

1980년 설립된 이래 40년 이상 한국의 공장 자동화 생산

금도 인더스트리 4.0의 모션과 핸들링 분야에서 선두주

성을 향상하는 데 기여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한국은 글

자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까닭은 꾸준히 자동화 프로세

로벌 공장 자동화 시장에서 약 5~6위에 해당하는 시장

스를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스마트 팩토리’에 필요

규모를 갖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장입니다. 특히 전자산

한 디지털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업(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스마트폰)과 자동차 산
업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 국가 중 한 곳이기 때문에, 2020

글로벌 기업으로서 어떤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지 구체적

년에 인천 청라에 공장과 창고를 증설할 수 있었습니다.

으로 살펴볼까요?

2020년 기준 매출액은 약 1,000억 원 수준이며, 약 250명

훼스토는 61개국에 자회사와 250개 지사가 있습니다. 서

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비스를 제공하는 나라까지 치면 176개국입니다. 전 세계
에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다고 보면 됩니다.
2만여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35개 이상에 걸쳐
있는 산업에서 30만개 이상의 고객사에게 공압 제품과

회사 자체가 첨단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다 보니 공부할
게 많을 거 같습니다?

훼스토는 단순히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에만 목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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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는 기업은 아닙니다. 비즈니스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에 제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시장에서 성공하도록 돕는 것을
우리 기업의 미션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품과

공부하는 직원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

서비스를 이해하는 건 당연하고 고객의 산업 트렌드, 생

고 있다면서요?

산 공정, 각종 인증, 규범 등을 파악해야 고객과 훼스토가

훼스토는 인재를 매우 중시하는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

윈윈할 수 있으니까 공부해야 할 게 많은 건 사실입니다.

습니다. 직원 교육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무공간에
첨단기계
설치해 전시

사무실 곳곳에 실제로 작동되

기업의 비전에 맞춰 자동화 시장의 전문가를 육성하기

는 기계와 부속들이 전시돼 있

위한 기술 교육과정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회

더군요?

사 차원에서 교육사업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보니 사람

코로나로 많은 고객 분들이 방문

이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거 같습니다.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만, 직원이나 고객이 쉽게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를 좀 더

우수한 직원에게는 독일 MBA 과정을 지원한다고 하던데?

쉽게 이해하고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공장과 사무실 곳곳

기업의 창업주가 직접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훼스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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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하는 독일 에슬링겐 대학의 MBA 과정을 밟을 수 있
도록 지원합니다. MBA 논문 과정 기간에는 독일 본사에
서 6개월간 인턴십을 갖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교육비

우수사원에
독일MBA
전액 지원

직원들의 경력 개발을 위해 매년
탤런트 리뷰라는 프로세스를 통
해 직원들의 커리어 패스를 설정

일체와 체류비, 교재비 등을 모두 지원해 줄 뿐만 아니라

해줍니다. 직원들이 성장할 수 있

급여도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받습니다. 졸업 자체가 힘

도록 지원하는 거죠. 더 나아가

들어 1년 동안 피나는 노력을 하면서 전문지식을 배우고,

효율적인 경력 관리를 위해 직원들의 커리어 맵을 구축
해 역량 개발과 경력 개발을 돕기도 합니다.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거 같습니
다. 한국 직급을 폐지했다고 하던데 효과가 있나요?

2019년에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한국 직급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서로 존댓말을 하
도록 해 존중하고 존중받는 문화를 일구려고 노력합니
다. 초기에는 불편을 호소하는 직원도 더러 있었지만 지
금은 정착된 상태입니다.
탄력근무제를 과감하게 운영한다면서요?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부터 직원들이 보다 자유롭게, 하
지만 책임을 중시하는 근무제도 도입을 서둘렀습니다.
효율과 효과를 중시하는 자동화 비즈니스 기업으로서 시
차출퇴근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택근무제 같은 유연
근무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 분위기와 직원 기를 살리는 데는 복지 시스템이 한
몫하겠죠?

직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매년 210만원 상당
의 복지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직원 각자가 원하는 게 다
를 것 같아서 선택적 복리후생 제도를 도입한 거죠. 이 밖
에도 사내복지기금을 활용한 직원 대출제도, 전국 콘도
인턴십을 통해 현장에 적용해 봄으로써 회사 생활에 필

회원권, 명절 선물 등 다양한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아, 그

요한 통찰력을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훼스토

리고 작년에 외국인 사장님이 부임하면서 크리스마스 때

에는 이 프로그램에 두 명이 참여했는데 회사에서 중요

편지와 함께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와인과 케이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도 선물했습니다.

회사가 직원 개개인의 포트폴리오랄까 경력 관리를 돕기
도 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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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연승훈 . Head of GKAM Samsung/Sales
“직원 능력 최대치로 키워 주는 회사랍니다”
Head of GKAM Samsung/Sales는 어떤 업무
를 하는 직책인가요?

GKAM은 Global Key Account Manager의 약자
입니다. 잠재력 큰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개발
전략을 짜고 매출과 수익을 전반적으로 관리
하는 게 GKM의 역할입니다. 제 경우는 GKAM
plus로서 삼성과 관련된 글로벌 세일을 총괄하
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삼성과 계열사, 더 나아가 OEM(장비사)과 관련
된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할 뿐만 아니라
매출과 영업 이익을 늘리기 위해 삼성 비즈니스
유닛 별로 전략을 수립합니다. 이런 작업을 하
는 글로벌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영업 방식은 어떤가요?

삼성그룹 중 일부와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형성
하면서, 워크샵을 진행하는 등 생산 공정의 효율
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사업 분야가 워낙 방대한데 우리는 핸드폰, 가전제품 등 완제품을 취급하는 세트 비
즈니스(Set business) 영역과 반도체, 베터리, 디스플레이 같은 소자를 취급하는 디바이스 솔루션(Device Solution) 비즈니
스 영역으로 나눠 팀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업무 성격이 글로벌하고 전문적이어서 하루 일과가 복잡하겠군요?

업무 특성 상 저녁이나 밤에 독일 본사 직원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아이들을 유치원
에 보내고 잠깐 여유 시간을 가진 뒤 업무를 합니다. 유연근무제 덕분에 가능한 일이죠. 머리가 비교적 맑은 오전에는
조직 운영 전략과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하고, 오후에는 고객사와 미팅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합니다.

66

업무 중 가장 힘겨운 건 뭔가요?

훼스토에선 어떤 일을 해왔나요?

처음에 GKAM plus로서 삼성을 맡게 됐을 때는 시장점유

2005년 첫 직장인 훼스토에 입사해 16년째 일하고 있습

율(Market share)도 워낙 작고, 매출 구조나 조직 체계도

니다. 입사 후 수원 지역과 천안 지역의 영업 담당(Sales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Engineer), Key Sales Engineer, Key Account Manager로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해야 했고, 삼성의 사업부별 맞춤

일했고, ELA Initiative라는 글로벌 조직에서 LG 관련 영

전략을 짜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을 보강해야 했습니다.

업조직의 매니저 역할을 하였습니다.

회사 내 투자를 받아야 했는데, 준비 과정이 오래 걸리기

회사 지원을 받아 독일에서 MBA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도 했고 실효성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기가 만만치 않았

제겐 큰 자산이 된 경력이었습니다. 2019년 한국으로 복귀

습니다. 다행히 계획한 대로 이뤄져 독일 본사의 이사회

한 후 지금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자 산업을 총

(Board management)가 주목할 만큼 큰 성장을 이뤘습니

괄하는 독일 본사의 매니저와도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다. 작년에는 역대 가장 높은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한국훼스토는 신규 직원들의 회사 적응을 돕기 위해 '개

목표액
앞당긴
매출 구조
개선에
자부심 커

보람이 컸겠군요?

인 맞춤형 온보딩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하던데요?

삼성그룹 내 핵심 조직과 공식적

과거에는 공채로 직원들을 채용해 3~6개월가량 교육시켰

인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여러

습니다. 세일즈 엔지니어에게 필요한 제품과 관련 기술에

건의 제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대한 교육이었죠. 회사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도 받았

됐습니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죠. 하지만 최근에는 회사에서 수시 채용을 하게 되면서 개

매출 구조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인 맞춤형 온보딩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 중입니다. 신입

2025년까지의 목표에 보다 가까

직원이 회사에 들어오면 최장 3개월 동안 업무 수행에 필

워져 책임자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특히 GKAM Plus 중 유

요한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한 아시아계 직원으로서 팀과 함께 이런 성과를 낸 것
이어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으로서 직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국내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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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직원
적응 돕는
맞춤형
온보딩
프로그램

과 다른 점은 뭐가 있을까요?

관계에서 생기는 불편은 느끼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훼스토 조직문화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가족적인 분위기인 것

글로벌 기업들은 직원들의 리더십을 중시하는 문화가 있

같습니다. 제가 입사할 때부터 지

지 않나요?

금까지 새 직원이 오면 일일이 인

독일 본사에서 직원들의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

사도 나누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경험이

도와줍니다. 저도 그런 분위기 덕

있습니다. 현재는 최신 트렌드에 맞게 전체적으로 리뉴

분에 쉽게 조직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얼 작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 경우는 운 좋게 글
로벌 리더십이 탁월한 롤모델들이 많아 도움이 되지요.

언제 ‘이 회사는 정말 다닐 만하다’는 생각이 드나요?

영업 담당으로 수많은 기업과 만나면서 다들 자동화 시설

외국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진 않나요?

을 도입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훼

본사가 독일에 있고, 다른 나라 자회사들과 협업이 빈번

스토의 사업 전망이 매우 밝다는 걸 알게 됐죠. 그런데 훼

히 이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어를 자주 사용하게 됩

스토의 경영 철학이 제품 파는 데 급급하는 게 아니라, 고

니다. 영어 스트레스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지금

객의 성공을 지원하는 파트너로서 함께 성장해 가려 한다

은 큰 불편은 없습니다. 회사에 영어 교육 프로그램이 있

는 걸 확인하게 되면서 애사심이 더 커졌던 것 같습니다.

고 링크드인 교육 동영상도 제공해 도움이 됩니다.

직원 성장
돕는
과감한
교육 투자

글로벌 기업은 업무 강도가 꽤 세

훼스토는 직원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다고들 하던데?

서요?

꼭 글로벌 기업이라서 그런 것 같

오래 전부터 매출의 1.5퍼센트를 직원 교육에 투자할 정

지는 않지만, 세일즈 담당 입장에

도로 직원들의 역량 개발에 공을 들이는 회사입니다. 나

서 보면 고객에게 토탈 솔루션을

이, 연차, 성별에 상관없이 능력과 성과가 있다면 적극적

제공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검토

으로 기회를 줍니다.

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수나 불
량을 최소화하고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

업무 평가 시스템은 어떤가요? 아무래도 성과를 중시하겠죠?

를 제공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다른 경쟁사

물론 성과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훼스토는 직원의 성과

에 비해 업무 강도는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

와 더불어 역량 모두를 중시합니다. 훼스토는 PI(Personal

지만 고객 입장을 고려하면 좀 더 차별화되고 매력적인

Incentive)와 PS(Profit Sharing)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

점 아닐까요?

다. 개인과 회사의 성과에 따라 더 보상받을 수 있는 시스
템입니다.

회사생활에서 가장 힘든 게 인간관계죠. 글로벌 기업도
예외는 아니겠죠?

업무 관리에서 중시하는 항목은 뭔가요?

훼스토는 회사의 핵심가치 중 하나가 ‘우리는 서로 존중한

업무와 직원의 역량을 함께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

다(We value each other)’입니다.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갖

다. 정기적으로 직원과 매니저가 업무 진행 상황이나 역

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직원들이 자기 생각을 적극 표현할

량 개발 상황 등을 체크하고, 매니저는 직원에게 피드백

수 있고, 회사에서도 최대한 존중해줍니다. 그래선지 상하

을 합니다. 성과나 역량을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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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커뮤니케이션합니다.

로 다가왔습니다.

기술 리더십
탄탄한
훼스토로
오세요

한국훼스토에 입사하려는 분들

글로벌 클래스 답게 대우해주나요? ‘대우’ 하면 먼저 연봉

을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

이 떠오를 텐데 비밀인가요?

고 합니다. 처음 이 회사는 어떻

훼스토는 직원들의 성과와 역량, 그리고 각 직원들이 담

게 알게 되었나요?

당하고 있는 직무의 시장 가치 등을 바탕으로 연봉 수준

엔지니어링 전공자들은 자동화

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직원 모두에게 일률적인 연봉을

관련 강의를 전공 선택 과목으로

주진 않습니다. 개인의 연봉 정보는 비밀입니다만 동종

듣는데 저 역시 전공자로서 훼스토의 자동화 교육 장비

업계에서는 상위권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를 강의에서 처음 접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겨 훼스토에
대한 정보를 살펴봤는데 지속적인 R&D와 인재개발에

구직자 입장에서 알아둬야 할 게 있다면요?

투자를 많이 하고 바이오닉 로봇 등 미래 기술에 끊임없

가장 먼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구체화하는

이 투자한다는 걸 알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준비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은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에 대해 조사하면서 회사

결정적으로 이 회사를 선택한 이유 혹은 기준은 뭐였나요?

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

첫 번째는 훼스토의 기술 리더십입니다. 훼스토는 한국

습니다. 하고 싶은 일과 일하고 싶은 회사를 모두 파악해

에 최초로 공압 자동화 부품을 소개했을 뿐만 아니라, 오

놓고 나면 준비하는 게 훨씬 수월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늘날에는 기술력을 토대로 4차 산업혁명을 리드하는 기
업으로 우뚝 섰습니다. 매년 매출의 8퍼센트를 R&D에 투

이 회사에서 일하기 위해 미리 갖춰 두면 좋을 것들도 귀

자합니다.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분투하는 모습

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직무마다 요구하는 게 달라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

두 번째는 훼스토의 인재 개발 철학입니다. 저 역시도

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훼스토의 핵심가치인 야망

훼스토에 입사하면 조직의 성장과 함께 저 역시도 성장

(Ambitious), 결단력(Determined), 책임의식(Dependable),

해 갈 수 있겠다고 기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통찰력(Visionary), 상호존중(Value each other)을 토대로

자동화 솔루션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돕는다는

지원자들을 평가하고 채용합니다.

경영 방침은 자동화 기술 전문가를 꿈꾸던 제게 매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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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타치ABB파워그리드

미래 에너지
견인하는
글로벌 파워

Hitachi ABB Power Grids는 일본 최
대 전기•전자기기 제조업체인 히타
치 제작소와 글로벌 엔지니어링업체
인 ABB의 합작투자법인이다. 개방형
디지털 플랫폼을 사용해 전력망을 지
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로 발전시킨다
는 것이 이 회사의 포부다. 전력망을
보다 강력하고 스마트하며 친환경적
으로 만드는 솔루션을 시장에 선보이
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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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오랜 역사를 거쳐오면서 다양한 변화가 있었겠군요?

ABB는 1988년 스웨덴의 아세아 그룹과 스위스의 브라운
보베리 그룹의 합병으로 탄생한 산업설비 엔지니어링 회
사입니다. 합병 이전까지 두 회사 모두 중전기와 산업설
비 분야에서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기업이지만 과감
한 합병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합
병한 지 10여년 만에 발전과 중전기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초일류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2020년,
ABB의 파워그리드 사업부가 100년 넘는 역사를 지닌 히
타치와 합작해 디지털 기술의 새로운 글로벌 리더로 나

전력망으로
새로운
에너지
미래를 연다

Hitachi ABB Power Grids란 이

아가려고 합니다.

름 자체에 많은 의미가 담겨있는
것 같군요?

사업 영역이 다양한데 주력 품목은 아무래도 변압기인가

그렇습니다. 미국의 GE, 독일의

요? 사전적 정의, 즉 전압을 바꿔주는 기기 정도로만 알고

지멘스와 더불어 세계 3대 엔지

있는데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니어링 기업인 ABB그룹이 히타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압을 바꿔주는 곳이 변전소인데,

치 그룹에 ABB파워그리드 사업부를 매각하면서 합작회

그곳에 설치하는 주요 장비가 변압기입니다. 전기를 사

사가 탄생한 겁니다. 파워그리드 사업은 ABB 전체 매출

용하는 공장이나 가정의 용도에 맞게 전압을 바꿔준다고

의 25퍼센트(약 10조원)를 차지했을 만큼 비중 있는 분야

보면 됩니다.

입니다.
영화 ‘다이하드 4’를 보면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 암흑천지
파워그리드는 무슨 뜻인가요?

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전력망을 뜻하는 말입니다. 100년 넘게 ABB그룹을 세계

시스템도 생산하나요?

적 기업으로 견인한 사업이 바로 파워그리드, 즉 전력망

그렇습니다. 변전소에 화재가 발생하면 관할 지역 일대

사업입니다.

가 정전이 되기도 하는데 이런 사고를 예방하는 초고압
차단기도 우리 제품군에 속합니다.

그럼 Hitachi ABB Power Grids도 전력망 사업을 하는
회사인가요?

또다른 주력 제품은 뭐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변압기, 초고압제품, 전력자동화 솔루션

전력 자동화 솔루션입니다. 변압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등 송배전 관련 제품을 생산합니다. 대용량 전력 송신을

데이터를 수집해서 해당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안정적으

가능하게 하는 장거리 상용 HVDC 기술, 최첨단 지능형

로 전기를 공급하게 하죠. 변전소의 주요 장비인 가스 절

제어 시스템과 결합된 마이크로그리드 등 다양한 에너지

연 개폐장치(GIS)라는 것도 있습니다. 일찍이 1968년에

솔루션도 제공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다음 세대를 넘어

ABB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제품입니다. 전력 설비에 필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게 우리 기업의 목표입

수적인 주요 보호 장치라고 할 수 있죠. 정상개폐는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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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발생 시에도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시켜 변

설치한 것도 Hitachi ABB Power Grids입니다. 국내에서도

압기를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국내 대부분의 변전소에서

2019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주도와 완도 사이를 연결

GI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는 HVDC 변환소 사업을 수주해 현재 건설 중입니다.
2008년에는 UHV(Ultra High Voltage) 1100 KV를 세계 최

Hitachi ABB Power Grids의 기술력 중 특히 주목할 분

초로 선보였습니다. 전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전력 손실

야는 무엇인가요?

이 감소하기 때문에, 장거리 송전이 필요한 중국에 이 제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는 기술력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품을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초고압 직류 송전(HVDC, High-Voltage Direct Current)입
니다. 안전 확보와 전력 손실을 최소화한 대표 제품입니

전세계적으로 에너지원을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게 트렌

다. HVDC를 통해 직류를 송전하게 되면 인체에 미치는

드인데 글로벌 테크놀로지 리더를 표방하는 기업으로서

전자파가 줄고, 전력 손실도 대폭 감소합니다.

친환경적인 전력망도 개발하나요?

Hitachi ABB Power Grids는 친환경 에너지 중에서도 해

세계 최초로
바다에 설치한
초고압
직류송전

세계 최초로 선보인 기술도 많다

상풍력 발전의 강자입니다. 환경오염과 소음을 일으키는

구요?

육상풍력 발전이나 태양광 발전보다 각광받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최근 사례만 꼽자면,

해상풍력 발전입니다. 대규모 발전시설을 건설할 때 공

세계 최초로 바다 위에 HVDC를

간적인 제약이 없고,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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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Hitachi ABB Power Grids는 이

전기는 인간의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 조건입니다. 오

미 유럽 등지에서 실적이 많고, 기술도 검증을 받았죠. 그

늘날 우리는 극복해야 할 거대한 사회적 도전과제가

래서 해상풍력 발전에 필요한 해상 변전소의 주요 설비,

있습니다. 2050년까지 전 세계 인구가 97억 명에 이

HVDC,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해 우리나라 정부가 목표

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기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

로 하고 있는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데 적극 참

고 있으며, 이미 10억 명 이상이 전기를 안정적으로 사

여하고 있습니다.

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세계를 탈탄
소화 하기 위한 긴급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경제적
이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하고, 현대적인 방식으로
전기를 공급하려면, 기술혁신을 위한 올바른 역량과

친환경
에너지원
개발에 박차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순환경제
를 이어가기 위해 에너지원을 지
속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해야 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게르하르트 살게, 최고 기술 책임자

다고들 합니다. Hitachi ABB

”

Power Grids 역시 이런 흐름에
앞장선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UN의 노력에 발맞춰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핵심
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디지털 기술과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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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플랫폼을 개발해 탄소중립 에너지 시스템으로 나아가

를 하고 있습니다. 분야도 영업, 기술, 경영지원 등 다양합

는 데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죠.

니다. 코로나 사태가 초래한 광범위한 사회 환경 변화를
겪으면서 뉴노멀 시대에 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시스템

글로벌 기업으로서 네트워크가 탄탄하죠?

을 받아들인 것이지요. 직원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

4개의 글로벌 사업부를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

지 않고 본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려는

다. 전세계 90개국에 현지 사무실과 연구센터를 갖추고 있

겁니다. 2020년 고용노동부 재택근무 종합컨설팅 우수사

고, 글로벌 및 지역 네트워크에 3만6,000명의 전문인력들

례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화 된 조직을 통해 각 나라
의 시장 운영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선구

대대적으로 재택근무를 도입하다 보면 자잘한 시행착오

적인 기술과 솔루션을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도 있었을 텐데요?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임시로 재택근무를 실시했기 때문

전직원
절반 이상
재택 근무

Hitachi ABB Power Grids는 재

에 처음에는 운영 기준이나 방식이 미흡했습니다. 특히

택근무를 과감하게 시행하고 있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부서와의 형평성이 문제가 되었죠.

더군요?

2020년 2월부터 직원의 55퍼센

직원들 의견을 수렴할 수밖에 없었겠군요?

트에 해당하는 100명이 재택근무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컨설팅에 참여하게 되면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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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근무의 도입 목적과 기본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직무

일반 사무직은 선택적근로제, 영업직과 서비스직은 간주

진단도 하고, 근로자 대표와 각 부서의 직무 전문가와의

근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을 자유

협의를 통해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면서 각

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시차 출퇴근제를 도입해 직원들의

자 수용할 수 있는 선에서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여러 번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육아를 위해 단축근무를

의 설명회를 통해 노사가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해 놓았습니다. 근로시간으로 성
과를 내는 시대는 끝났다는 정서가 자리잡고 있는 거죠.

재택근무제를 시행하면서 특히 좋아진 것이 있나요?

해외와 연락할 일이 많은 직무의 경우 재택근무 덕분에

글로벌 기업들은 본사나 다른 나라 지사와 업무를 진행해야

업무 시간이 유연해지면서 좀 더 자유롭고 효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근무 시간 편성에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에 있는 직원들이 함께 참여해야 하는 회의도
있고, 유럽법인 직원들과 프로젝트 관련 회의도 많은데

재택근무도 일종의 ‘워라밸’ 시스템 중 하나일 텐데 모든

시차 문제 때문에 부득이 저녁 시간에 회의가 잡히는 경

면에서 유리한 건 아니잖아요?

우가 많으니까요. 사실 업무마다 근무환경이 각각 다르

맞아요. 재택근무를 하다 보면 업무 종료시간이 제대로

다는 것을 경영진이나 매니저들도 모두 이해하고 있기

지켜지지 않는 단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택근무 덕분

때문에 유연한 근무를 인정해주는 분위기입니다. 상사와

에 수면 시간도 조금 더 확보되고, 가족과 저녁식사를 함

사전에 협의하여 업무시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께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져서 워라밸 증진에는 분명 도
움이 된다고 봅니다.

Hitachi ABB Power Grids가 내세우는 핵심가치 중 하
나가 ‘Diversity 360’입니다. 직원들의 다양성, 다시 말해

재택근무 시행 이전에도 유연근무제를 도입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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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민족성, 나이, 문화, 배경, 경험, 관점을 존중해준다

는 의미인가요?

‘선구적인 디지털 기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
를 향해 나아가자’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존재 목적입

다양성과
리더십
존중하는 기업

여성 인력을 늘려가는 것도 포함
되나요?

2025년까지 여성 인력 비율을 18

니다.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 Diversity 360입니다.

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올리려

다양한 인종, 성별, 문화, 배경, 관점 등을 포용할 때 다양

고 합니다. 직책에 상관없이 여성

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믿음을 담은 것이지요. 우리 조직

인력을 폭넓게 배치하려는 겁니다. 나아가 사회적 책무

의 문화적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를 다하기 위하여 UN의 2025 목표를 함께 실현하려고 합
니다. 여성 인력의 사회진출 뿐만 아니라 여성 리더 양성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

에 힘쓰고 있는 거죠.

을 기울이나요?

우리는 상향식 리더십 모델, 여성 인재 개발, 다양성과 포

조직 내에 새로운 리더십이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용, 인재 유치 및 육성 등 크게 네 가지 프로그램을 지속

건가요?

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위 직책, 초기 경력자, 신입

그렇습니다. Diversity 360의 핵심 모델 중 하나가 상향

사원을 채용할 때 여성 인력을 선발하기 위해 노력하며,

식 리더십 모델이며, People to purpose (사람과 목적을

재직 중인 여성 직원에게는 미래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

연결), People to People (사람과 사람을 연결), People to

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다문화 인식과 이해를 위한 사내

Potential (사람과 잠재력을 연결), People to Performance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성과를 연결) 네 가지 요소를 축으로 삼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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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우리는 이러한 리더십 모델을 바탕으로 전 직원이 함께 새로운 리더십 정착을 위
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할 맛 나도록 사내 복지시설을 잘 갖춰 놓고 있다고 하던데 대외적으로 소개할 만한 게
있나요?

안마의자가 갖춰진 리프레시 존이 있습니다. 커피전문점과 견주어도 절대 밀리지 않는
카페테리아는 물론, 사내 도서관 및 여성 휴게공간이 있습니다.
Hitachi ABB Power Grids의 행동강령이 무척 인상적이더군요. 아주 디테일하게 지켜
야 할 원칙이랄까 수칙이 있나요?

행동강령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뇌물 및 부패방지입니다. 뇌물 등의 목적으로 제공
되는 모든 선물, 접대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비즈니스를 위한 선물, 접
대라도 회사에서 정한 요건과 일정 금액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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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별도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회사는 직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것을 발견할 경우 누구든 신고할 수 있는 핫
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된 사건을 조사해 행동강령 위반이 발견된 경우에는 무
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입사 희망자들을 위해 채용 절차를 소개해 주세요.

Hitachi ABB Power Grids는 수시 채용을 합니다. 지원하기 전에 해당 직무가 어떤 직무
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앞으로 자신이 성장하고자 하는 방향과 맞는지 살펴보는 게 중
요할 겁니다. 채용 공고에 게시된 직무설명서(Job description)를 꼼꼼히 살펴보면 좋겠
죠. Hitachi ABB Power Grids는 영어능력, 리더십, 직무 적합도를 갖춘 인재를 선호하며,
메인 채용 포털인 링크드인(LinkedIn)을 통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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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오세영 부장 . Business Function Front End Sales

“글로벌 모빌리티가 만드는 글로벌 기업 문화”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나요?

기술영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겐 해외근무에 대한 로망이 있을 거 같습니다.
Hitachi ABB Power Grids에도 그런 제도가 있나요?

장단기 해외근무 기회를 주는 Global Mobility 제도가 있습니다. 회사는 이 제도
가 비즈니스와 커리어 개발에 중요하고 글로벌 조직 차원에서 지식을 공유하
고 이전할 수 있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각자 다른 문화
를 지닌 국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서로 다른 다양한 문화와 행동을 이
해하고 이를 업무에 적용할 때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겠죠.
이 프로그램으로 일 년 동안 ABB Canada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면서요?

2012년 우리 팀의 매니저였던, 지금의 사장님께서 Global Mobility 중 하나인
‘Canada Bridge Program’에 참여해 보라고 권유했습니다.
Global Mobility 기회는 직원 누구에게나 주어지나요?

우선 성과평가(PDA)를 진행할 때 직원들이 참여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자
신이 원하는 역할과 책임(Role & Responsibility) 그리고 근무를 희망하는 국가
등에 대해 매니저와 자유롭게 협의합니다.

Canada Bridge Program에서 키운 커리어 자산
해외지사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게 되나요?

Canada Bridge Program에 참여할 당시 ABB Korea에서 전기용 판넬인 ‘고압저압 수배전반(MV/LV SWGR and MCC)’의 견적 스페셜리스트 겸 팀장으로 일
했습니다. 이 경력을 바탕으로 ABB Canada에서는 이동식 변전소(E-House)의
견적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설치 시간도 짧고, 공간 활용성도 좋은 솔루션 패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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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거든요. 국내에서는 E-House에 포함되는 일부 품목

뉴를 조합해서 샌드위치를 주문할 수 있게 됐지요. 사소

만 담당했는데 캐나다에 가서는 그 품목을 포함하는 완

한 일이지만 굉장히 뿌듯했어요. 언어에 대한 자신감뿐

제품(Complete Product)에 대한 견적을 배우면서 업무를

만 아니라 자존감도 높아지더라니까요.

진행했습니다.
이제 영어 스트레스는 다 해소된 건가요?
Global mobility 경험을 통해 얻은 게 많겠네요?

그럴 리가요. 일반적인 비즈니스를 할 때는 별 무리가 없

프로그램 원래 취지대로 다양한 문화를 알게 되었습니

지만 수주와 관련된 일을 할 때는 여전히 신경이 많이 쓰

다. 캐나다에서 근무할 때 직장 동료 국적이 캐나다는 물

이죠. 제품에 관한 용어는 전문적이지만 서로 이해관계

론이고 대만, 아랍 등 다양했거든요. 문화 차이도 알게 됐

가 형성되어 있는 공용어라서 문제될 게 없어요. 하지만

지만 일할 때의 접근 방식이 다르다는 것도 새삼 알게 됐

기밀유지약정서(NDA)나 계약서 같은 내용은 어려운 문

습니다.

제죠. 그럴 때는 물론 사내 법무팀 도움을 받죠. 암튼 업
무에 차질이 없도록 지금도 영어 공부는 진행형입니다.

업무의 스펙트럼도 넓어졌겠군요?

사실 E-House 프로젝트와 관련된 업무는 국내에서는 많

해외근무지에서는 ‘워라밸’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었

지 않았어요. 캐나다에서 한층 폭넓은, 그리고 새로운 업

나요?

무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 제 자신의 경쟁력이 커졌다고

국내에서 근무할 때는 항상 일을 중심에 놓고 살다 보니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사생활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캐나다에서는
한국보다 근무시간이 유연한 편이어서 개인적인 시간이

언어에
대한
자신감 쑥쑥

어쩔 수 없이 영어 실력도 늘었겠

좀 더 보장되더군요. 그 시간을 활용하면서 제 자신에 대

어요?

한 성찰도 많이 했습니다.

근무할 때도 일상 생활을 할 때도
항상 영어를 썼으니까요. 사실 영
어 구사력보다는 자신감이 생겼

다는 게 더 큰 성과 같아요. 처음에 캐나다에 갔을 때 샌
드위치를 먹으러 ‘서브웨이’에 들렀는데 주문하는 게 두
려워 앞 사람과 같은 걸 시키곤 했어요. 그게 뭐 주눅들
일이라고. 그후로 캐나다 생활에 적응하면서 원하는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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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
김해윤 대리 . ‘외투기업 만남의 날’ 담당

“고급 정보도 얻고
면접 대비도 하세요”

기업 인사 담당자와 취준생
얼굴 맞대고 밀도 깊은 상담

‘외투기업 만남의 날’ 행사는 몇 번이나 마련했나요?

지난 2월 의료-산업안전장비 분야의 글로벌기업인 한국드레
가를 시작으로 인재채용서비스 글로벌기업 로버트월터스 코
리아(3월), 종합통번역서비스기업 트랜스퍼펙트(5월), 인재채
용서비스 글로벌 기업 아데코코리아(6월)가 참가해 다양한 궁
금증을 풀어주었습니다.

KOTRA는 올들어 서울 염곡동 본사 인베스트
코리아플라자(IKP)에서 ‘외국인투자기업(외투

코로나19 상황에서 오프라인 행사를 기획한 이유는?

기업) 만남의 날’ 행사를 매달 1회씩 열고 있다.

온라인 채용 지원사업을 이미 하고 있지만 취업 준비생 입장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취업과 채용 기회가 움츠

서 보면 뭔가 좀 아쉬울 것 같아서요.얼굴 보며 생생한 정보도

러들자 외국계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얻고 내밀한 질문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든 겁니다.

와 인재 채용을 원하는 외투기업 인사 담당자
가 만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오프라인 행사를 큰 규모로 열 순 없겠네요?

마련하고 있다.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20

작지만 실속 있는 행사로 꾸밉니다. ‘미니 사업’이라고 부르는

명 안팎의 구직자가 참여하는 소규모 행사지만

캐주얼 행사지만 참가 규모에 구애받지 않고 기업과 구직자 모

채용과 관련된 정보는 물론 각 기업의 내부 상

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한 겁니다.

황을 더 밀도 있게 상담할 수 있는 기회여서 참
가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행사를

소규모 행사도 나름 장점이 있죠?

총괄하는 KOTRA 외투기업채용지원팀 김해윤

아무래도 자유롭게 행사를 꾸릴 수 있어요. 참가기업도 마찬가

대리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 외투기업 취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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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의 이모저모를
들어본다.

지죠. 딱딱하고 정형화된 형식에서 벗어나 즉흥적인 변

거듭하는 동안 단골 참가자도 생겼어요. 입소문이 나고

주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참가기업에게 2시간을 부

있는데 자리를 잡게 되면 구직자 모집 걱정은 안 해도 될

여했는데 일방적 설명보다는 질의응답으로 진행하기도

거예요.

하고 행사 후 즉석에서 인사담당자와의 1:1 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해진 포맷과 시간을 칼같이 맞춰

행사에 참가하는 구직자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은?

야 하는 행사에서는 어려운 일이지요.

아무래도 질문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정보를 탐색해서 질문 준비를해 둘 필요가 있겠죠. 행사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 긴장이 되었겠는데요?

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요.

첫 행사 때는 참가기업들이 2시간 동안 끌어갈 수 있을까
내심 불안했죠. 서먹서먹한 상태에서 질문이 나오지 않

행사에서 뜻밖의 기회를 얻을 수 있나 보죠?

으면 어떡하지? 하지만 첫 행사를 진행한 한국드레가 정

기업 담당자는 질의응답 시간에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구

광열 차장님이 펄펄 날더라고요. 15년 간 인사담당자로

직자를 눈여겨보기도 하거든요. 괜찮은 구직자를 발견하

근무하면서 쌓은 내공 덕분에 지루할 틈이 없었어요. 외

면 바로 채용하겠다고 귀띔해 준 곳도 있거든요. 희망하

국계 회사를 다니며 느낀 점은 물론 알짜배기 정보를 꽂

는 외투기업이라면 적극 어필해서 눈도장을 받는 기회가

아주는데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될 겁니다.

행사가 거듭되면서 어떤 점이 좋았나요?

행사에 참여할 외투기업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참가기업들의 현황을 자세히 알게 되어서 제 업무에도

한 달에 한 번씩, 하나의 외투기업에 기회가 가니까 부득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사실 기업 담당자들이 주도적으로

이하게 선별합니다. 채용공고 일정이 가까운 기업에 우

행사를 이끌어가는 걸 보면서 같은 직장인으로서 자극도

선권을 주죠. 구직자들은 당장 지원할 수 있는 기업에 관

받았어요. 내로라하는 글로벌 외투기업들의 경쟁력을 느

심이 가니까요. 참가할 구직자를 모을 수 있는지 여부도

낄 수 있었습니다.

검토합니다. 행사에 참가하지 못한 기업에게는 다른 서
비스를 제공합니다. 채용지원팀 공식 블로그 홍보, 잡코

미니 이벤트라고 해서 만만한 건 아니죠?

리아 외투기업 채용전용관 지원 등을 해줍니다. 지나간

세상에 그 많은 구직자들이 있는데 우리 행사에 참여할

행사에 관한 정보(후기)와 참가신청은 외투기업 채용지

구직자 모집은 왜 그렇게 어렵죠? 참가기업이 확정되면

원팀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bestfic)에서 확

채용지원팀 공식 블로그, 취업 포털사이트 배너, 대학교

인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처 등을 통해 행사를 알리는데 요즘 같은 때는
행사장을 직접 방문하는 게 만만찮은 일이잖아요. 홍보

외투기업에게도 권하고 싶은 게 있나요?

기간도 통상 2~3주 정도여서 참가 신청이 저조하면 초조

서로 다른 보직을 가진 분들이 참여해주면 좋을 거 같

해지죠.

아요. 무엇보다 콘텐트 구성이 풍성해니까요. 구직자 입
장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는지,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 직

참가 신청자가 행사 당일 나타나지 않는 ‘No Show’도 생

접 물어볼 수 있으니까요. 참가기업 중에서는 부서 실

기겠네요?

무자 외에도 CEO가 경영철학을 들려준 경우도 있어요.

매번 걱정이죠. 기업 인사 담당자 얼굴 보기가 민망해지

KOTRA 채용지원행사를 통해 입사한 후배가 참여해 좋

거든요. 다행히 구직자들이 많이 참석하고 있고, 회차를

은 반응을 얻기도 했죠.
83

엠케이에스코리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을 바꿔 간다

MKS Instruments는 첨단 제조 공정
에서 중요한 매개변수를 측정, 모니
터링, 전달, 분석, 제어하는 것은 물론
전원 공급을 하는 기기, 시스템, 솔루
션 등을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그동안 반도체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
을 해온 MKS의 기술 솔루션은 이제
산업기술, 생명-건강과학, 연구 및 방
위 산업 등으로 확장돼 그 진가를 발
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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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S는 무슨 뜻인가요?

meter-kilogram-second의 약자입니다. 길이, 무게, 시간
을 측정하는 단위죠. 과학에서 사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측정 단위 세 가지를 사명에 담고 있는 셈입니다. MKS
로고의 3개 원은 기체 분자를 나타냅니다.

포춘(Fortune)이
선정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100대 기업’

포춘지에서 선정하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100대 기
업’에 3년 연속 뽑혔다면서
요?

포춘지는 매년 미국 주요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첨단공정의
최첨단을
이끄는
기술기업

MKS Instruments는 글로벌 기

최근 3개년 매출, 이익, 주

업이지만 잘 알려지지는 않은 회

당순이익 성장률을 분석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100대

사입니다.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인

기업’을 선정합니다. 성장세가 매우 뚜렷한 기업도 명단

가요?

에 한 번 오르기 힘든데 3년 연속 선정됐다는 것은 MKS

반도체 제조 공정처럼 정밀한 첨

가 그만큼 급성장하고 있다는 방증이죠.

단 제조 공정에서 생산성과 효율
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제품, 시스템, 솔루션을 제공합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니다. 물론 우리 제품의 유지 보수, 수리, 설치 나아가 교

반도체 시장의 성장과 함께 성공적인 내부 전략과 지속

육 서비스까지 해주는 회사입니다.

적인 기술 혁신, 고객 중심 사고 등이 어우러진 결과가 아
닐까요? MKS의 제품, 솔루션, 서비스는 시장에서 1~2위

MKS의 제품이 일반 소비자 눈에는 띄지 않겠군요?

를 차지하는데 고객들 필요에 맞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

그렇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기 때문일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바로 MKS입니다. 모든 전자제품과 자동차에 들
어가는 집적회로 생산 공정에서 우리 제품이 필요하니까
요. 다시 말하면, 전기회로와 반도체 소자를 하나의 칩에
모은 집적회로를 생산하자면 ‘공정 챔버’라는 특별한 공
간이 필요하거든요. 그 챔버에 전원을 공급하고 가스 압

나스닥
상장 후 채택한
성장전략
고공행진

창업 초기에는 어떤 회사였나요?

MKS는 1961년 6월 14일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설립되었습
니다. 창업 초기 제품은 압력
변환기, 밸브 및 유량 컨트롤

력을 측정, 제어하는 것은 물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

러였습니다. 그중 Baratron®

상을 모니터링하는 기기와 부품들을 MKS가 만든다고 보

Capacitance Manometer(바라트론 정전용량 압력계)와

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MKS는 첨단 제조 공정이 더 미세

같은 독창적인 제품은 현재까지 MKS의 주력 제품으로

한 단계로 발전할 수 있게 기여하는 제품들을 만든다고

남아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1999년에 미국 증권거래시장인 나스닥에 상장된 후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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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S는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공정 챔버'의 주요 기기와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강자다.
사진은 공정 챔버의 구성 요소를 보여주는 개략도.

운 성장전략이 나왔다면서요?

를 구매하는 사

반도체 제조 산업에서 중요한 하위 시스템 공급업체가

람은 대개 레이

되기 위해 Surround the Chamber® 전략에 착수하였습

저 빔을 목표물

니다. 앞에서 말한 ‘공정 챔버’에 필요한 주요 기기와 솔루

로 편향시키고

션을 지닌 기업을 인수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그 일환으

지향시키는 광

로 2012년 플라즈마 발생 장치와 계측기를 개발하던 한

학 장치(거울,

국기업 플라즈마트를 인수하였습니다. 이처럼 MKS가 보

렌즈, 파장판

유하고 있는 제품과 솔루션이 공정 챔버를 둘러쌀 정도

등)가 필요하

로 비중이 높아지면 고객은 MKS라는 단일 업체에서 원

다는 데 착안한

스톱 쇼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2016년까지 이 전략에

것이었습니다. 마침 Newport™는 통합된 전문지식과 솔

집중함으로써 반도체 증착, 식각, 세정 공정에서 스타 브

루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Spectra-Physics®, Ophir®

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등의 기업을 인수해 폭넓은 제품 라인을 갖추고 있었습
니다.

성장전략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기도 하나요?

새 전략에 따라 제품 라인을 통합하고 교차 판매가 가

그렇습니다. 2016년 Newport™을 인수하면서 Surround

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제품의 포트폴리오

Workpiece®라는 새로운 전략에 들어갔거든요. 재료를

개선 가능성을 식별하게 되면서 다음 도약을 위한 준비

가공(용접, 드릴링, 절단 또는 마킹 등)하기 위해 레이저

를 할 수 있었습니다. 2019년에 레이저 기반 제조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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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ESI®를 인수한 것도 이 전략의 영향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성과를 얻게 됐나요?

Newport™, ESI®를 포함해 지난 20년 동안 MKS는 20건 이상 기업을
인수했고 최근에는 Photon Control이란 회사를 인수하면서 반도체 및
첨단 시장 고객을 위한 3만2,000개 이상의 제품을 보유하게 되었습니
다. 우리 고객은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 2만4,000곳이 넘습니다. 매
출은 2010년 7억 5,400만 달러에서 2020년에는 23억 달러로 성장했고,
인력은 두 배로 늘어 전 세계에 5,50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
니다. 앞으로도 지속성장을 위한 전략적 M&A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회사가 성장하면서 사업부도 늘었겠네요. 각각 어떤 사업영역을 맡고
있나요?

MKS는 현재 각각 다른 제품 포트폴리오를 담당하는 3개(V&A, L&M,
E&S)의 광범위한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 지사에는 MKS
의 3개 사업부가 모두 있습니다. 좀 복잡하지만 하나하나 설명해 보겠
습니다.
우선 가장 오래된 V&A 사업부의 제품 포트폴리오는 압력 및 유량
측정-제어, 가스 및 증기 전달, 가스 구성, 잔류 가스 분석, 누출 감지,
전력, 오존 생성, 반응성 가스 생성 및 진공 기술 분야에 집중되어 있습
니다. 반도체용 플라즈마 생산에 필요한 전력을 생성하는 RF 제너레
이터와 RF 제너레이터에서 발생한 전력을 손실 없이 반도체 장비로
전달하는 RF 매처를 개발하는 연구소가 대전사업장에 있습니다.
L&M 사업부는 Newport™, Ophir® 및 Spectra-Physics® 및
Photon Control 브랜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Newport의 포토닉스,
모션 포지셔닝 및 광학, Spectra-Physics의 레이저 기술, Ophir의 열화
상 광학 분야의 솔루션, Photon Control의 광학센서 등을 제공합니다.
한국에는 용인사업장에 L&M의 완전체 솔루션을 검증-시연할 수 있
는 어플리케이션 랩(Application Lab)이 있습니다. 이 Lab은 SpectraPhysics의 레이저 제품과 Newport의 진동 조절 테이블, 다양한 광학
부품이 갖춰져 있습니다.
2019년에 인수한 ESI® 브랜드인 E&S 사업부는 전자 장치와 시스
템에 필수적인 재료를 가공하는 데 필요한 산업용 레이저 기반 설비
와 미세 제조 테스트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E&S 사업부의 레이저 드
MKS가 생산하는 주요 부품. (위에서부터) 진공
게이지, 유량계측기, 자동화제어기, 가스분석기,
압력제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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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 설비로 만든 홀의 품질을 검사하고 홀 가공 공정 조건을 개발하는
Demo Room이 용인사업장에 있습니다.

엠케이에스 코리아의 현재 위상도 궁금하군요?

서 기술 전환의 복잡성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광

엠케이에스 코리아는 2020년 기준 3,000억 원 이상의 매

범위하고 심층적인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제공할 수 있는

출을 달성했습니다. MKS 글로벌 전체 매출의 10퍼센트가

MKS에 이점으로 작용합니다. 세 번째는 레이저, 포토닉

넘는 수준입니다. 단일 국가로는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

스, 광학, 모션 및 시스템 솔루션으로 구현하는 레이저 기

치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자연스럽게 본사의 한국 사업장

반 정밀 제조 기술에 대한 요구도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

에 대한 투자로도 이어집니다. 엠케이에스 코리아의 직원

입니다. 이 모든 환경변화는 MKS에게는 기회로 다가올

수는 2020년 기준 3개 사업부 전체 약 300여 명입니다. 직

것 같습니다.

원이 늘면서 지난 6월에는 대전사업장에 새로운 건물을
오픈하였습니다.
60년 동안 성장 가도를 달려왔는데 앞으로 전망은 어떤
가요?

최첨단
기술 기업다운
과감한
R&D 투자

최첨단 기술기업으로서 R&D 투
자에 적극적이라면서요?

2020년 기준으로 MKS 전 직원
약 5,800명 중에 770여 명이 R&D

MKS 발전에 도움되는 희망적인 트렌드가 있다고 봅니

인력입니다. 전체 인력의 13퍼센

다. 첫째는 갈수록 상호 연결성이 증대되면서 데이터 전

트가 넘는 셈입니다. 총 매출액

송, 저장, 분석 요구 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

23억 달러에서 R&D 투자비는 1억 730만 달러로 7퍼센트

입니다. 당연히 첨단 메모리, 파운드리 및 로직 칩 수요에

이상이나 됩니다.

대한 지속적 성장이 예상됩니다. 둘째는 반도체 제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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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중시하는 기업답게 직원들에게도 동기부여를 해
주나요?

특허를 출원하는 직원에게는 개인별로 상당히 큰 금액을
본사 차원에서 지급합니다. 분기별 직원 미팅에서는 새

밀도 높은
인턴십으로
엔지니어
인재 선발

이션, 다양성 관리, 신뢰 형성, 변
화 관리 등 다양한 코스로 구성해
리더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

로운 특허에 대해 공개적으로 소개하고, 공헌한 직원들

교육 지원도 하고 여러 주제로 내

을 축하하는 자리도 마련합니다. MKS는 2020년에만 170

부 세미나를 열어 학습 기회를 넓

개의 새로운 특허를 받았고, 현재 총 2,100여 개의 특허를

혀주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엔지니어 인재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인턴십 프로
직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다면서요?

그램을 도입했다면서요?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 업무적으로 영어를 사용하는 빈도

엠케이에스 코리아는 2020년 9월부터 6개월 동안 밀도

가 높습니다. 직원들의 영어 감각을 키워 주기 위해 각자

높은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3명의 참가자는

수준에 맞는 양질의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각자 배정된 팀에서 이뤄지는 OJT도 받고, 인턴십 참가

MKS 전체 매니저급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 기초 프로그

자 모두가 참여하는 팀 프로젝트도 진행했습니다.

램도 있습니다. 매트릭스 조직 관리, 효과적인 커뮤니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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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십 프로그램이 실전처럼 밀도 있다면서요?

채용 절차가 궁금합니다.

인턴십 참가자의 시각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

올해부터 채용 사이트(https://www.mksinst.com/careers)

해결책을 기획-실행하는 개별 프로젝트도 있고 구매/개

를 개설했습니다. 지원자 본인이 채용 공고를 보고 사이

발/제조기술/품질/마케팅/애플리케이션스/재무/인사 등

트에 계정을 생성해 지원하면 됩니다. 원하는 직무에 대

의 부서가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어떤 역할을 수행해

한 알람을 설정하면 MKS 채용 사이트에 해당 직무가 공

야 하고 각 부서의 전문가로 발돋움하려면 어떤 것들이

고되었을 때 지원자에게 자동으로 알려줍니다.

필요한지 알아가는 단기 교육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양식으로 작성한 이력서를 포함해 서류 심사를

사장, 상무이사, 이사로 이뤄진 멘토링 프로그램 등에 참

마치면 채용 담당자가 매니저에게 전달합니다. 면접자는

여했습니다. 직무 이해는 물론 장래의 경력개발을 위한

매니저와 화상으로 인터뷰를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비

밑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이 됐을 겁니다.

대면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 상황에 따라 여러 매니
저와 인터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합격이 결정되면 입사

인턴십 참가자가 정규직으로 입사한 사례도 있겠죠?

조건을 협의하는 절차와 그 이후 백그라운드(경력, 학력

참가자 중 1명이 입사해 소프트웨어 개발팀에서 제품 기

등) 체크를 하게 됩니다.

능을 설계하고 테스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는 이 프로그램을 더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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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박정은 . 아시아지역 HR 총괄 전무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술을 위해 전력질주합니다”

M&A로 조직이 커지면서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겠군요?

MKS 구성원이라면 CEO부터 신입 직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비전, 미션, 원칙 가

고객 문제
풀어주는
솔루션 제공

그렇다면 MKS가 설정한 미
션은 무엇인가요?

가능성의 경계를 뛰어넘는

이드가 그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혁신 리더이자 신뢰할 수 있

기술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는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고객의 중요한 문제를 이해하고 적절한 솔루션을 함께

미래 사회를 위한 어떤 사명감 같은 걸 말하는 건가요?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우리도 성장할 수 있거든

미래의 기술 과제를 해결하면 경제도 발전시킬 수 있을

요. 일반적인 상품과 솔루션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고객

뿐 아니라 인류의 진보도 가능해지죠. 우리는 그런 솔루

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션을 개발하기 위해 집단적 호기심을 활용하는 전통을

죠. 아울러 MKS의 원칙 가이드는 성장, 성공, 혁신, 주인

갖고 있습니다.

의식에 관한 것들인데 우리 회사에 몸담은 이들이라면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것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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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하고 수익성 있는 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전략도 달라야 하겠군요?

모든 프로젝트에 균등하게 자원을 지원하기보다는 고성장 영역에 투자하
려고 하죠. 재정적 성과에 집중한다는 말입니다.
직원들의 팀 스피릿도 중요하겠군요?

우리는 팀으로서 성공하길 원합니다. 개별 구성원의 결정이 개인뿐 아니
라 조직, 심지어 기업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총체적으로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교육 기회와 의사 소통 기회를 충분히 활용
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솔직하게 동료를 대할 때 건설
적인 대안이 마련되니까요. 그게 곧 다양성과 포용성을 보장하는 조직문
화가 되는 거죠.

MKS
입사 희망자를
위한 핵심 꿀팁

무엇보다 혁신을 강조하는 분위기도 있더군요?

우리의 핵심 역량이니까요. 단순히 경쟁자를 따
돌리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려는 거죠. 새
로운 생각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려고 노력하는 것
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래서 토론을 차단하

는 환경을 조성하지 않도록 주의하죠. 새로운 기회와 위기를 놓치는 근시
안적인 행동을 피하자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주인의식이 있어
야 합니다. "내 문제가 아니다"라는 태도는 곤란하죠. MKS 취업을 준비하
는 분들이라면 지금까지 제시한 비전, 미션, 원칙 가이드에서 여러 가지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성과 포용성을 존중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성별, 인종, 민족, 성적 취향, 문화, 교육, 배경, 경험 등등이 다양할수록 혁
신도 이뤄지고 결과도 좋아지고 마침내 직원의 성공으로 이어진다고 봅
니다. 우리 이사회는 여성이 43퍼센트이고 최고 경영진은 20퍼센트입니
다. 인종도 다양하죠. 2020년에는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 증진의 일환으
로 전 세계 120명 이상의 리더가 6주 동안 최고 권위의 컨설팅 회사가 진
행하는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 프로그램을 수료했습니다. 단계적으로 모
든 직원들에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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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이지하 . SW팀 연구원
“성장 기업이라 다양한 경험 쌓을 수 있어요”

MKS는 언제 입사했나요?

로 경험했습니다.

2020년 9월 장기현장실습 인턴으로 처음 인연을 맺었습
니다. 6개월 간 인턴십을 거친 뒤 2021년 3월 정규직으로
입사했고요.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입니다. 현재 SW팀에
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턴 기간
장래성
확신하게 돼

입사 전에 관련 업무를 경험한 적이 있나요?

MKS에 다니기로 마음먹은 이유
가 있겠죠?

인턴 기간 동안 여러 가능성을 확
인했습니다. 우선 엔지니어에게
필요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겠

산업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졸업

더라고요. SW팀 업무 외에도 보드의 회로, 장비의 구조,

논문 대신 작품을 제작-설계하는 교육 프로그램(캡스

알고리즘까지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조금 더 현

톤 디자인 프로젝트)을 진행했어요. 그때 반도체 장비

실적인 이유를 들자면 R&D 업무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

분야에서 전문성과 희소성이 높은 부품인 RF 매처(반

니다. 반도체 업계에서 학부 출신으로 연구직을 맡는 건

도체 제조 공정 챔버에서 플라즈마를 생성하는 데 필요

쉽지 않거든요.

한 전력의 손실을 방지하는 장치)를 접했습니다. 그 외
에는 전공 수업과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면서 부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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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어 측면에도 도움이 되겠군요?

서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때문에 열정을 갖고

MKS는 계속 성장하는 기업이어서 다양한 변화와 시도

영어 실력을 키워가려고 합니다.

가 있을 테고, 직원에게도 많은 기회와 동기부여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또 반도체라는 핫한 시장에서 RF라는, 기

직원들의 ’워라밸‘을 위한 유연근무제 같은 게 있나요?

술적 가치가 큰 업무를 익힐 수 있는 점도 희망적으로 봤

매니저와 상의해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재택근무도

습니다.

필요에 따라 가능합니다. 휴가는 직원의 의지에 따라 자
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루 일과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자전거로 출근해 회사가 주는 아침을 먹고 업무를 시작

복지 혜택 같은 것들도 잘 갖춰져 있겠죠?

합니다. 오늘 할 일을 먼저 리스트업 합니다. 오전에는 주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로 업무에 필요한 자료 조사, 분석, 진행 방향 설정을 합

식대와 출퇴근 보조금도 지급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지

니다. 점심식사는 팀원들과 주로 함께하고, 회사 근처에

정한 항목에 한해 소비한 금액을 급여로 환급하는 선택

서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커피 타임을 즐기기도 합니다.

적 복리후생 제도가 있습니다. 추석과 설 명절에는 전 직

오후에는 주요 업무인 개발 작업에 참여합니다.

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고 매달 휴대폰 사용료도 줍니
다. 이 밖에도 경조사, 동호회 활동, 온-오프라인 교육프

코드 작업
뒤에 오는
보람
혹은 희열

맡은 업무 중 가장 비중 있는 작

로그램 지원도 해줍니다.

업은 무엇인가요?

업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

직원들 건강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나요?

지만, 펌웨어 작업을 할 때 가장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4대보험 직원 부담금 전액 지

중요한 디버깅(오류수정) 작업인

원 시스템’이 있습니다. 대형병원에서 내시경 검사와 MRI

것 같습니다. 개발 중이거나 개발

등을 포함한 종합검진을 매년 받을 수 있고요.

완료된 제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을 파악하고 수
정하는, 결국 작업의 시작과 끝이 바로 디버깅이거든요..

이 회사에서 입사하기 전에 미리 갖춰 두면 좋은 것들도
귀띔해 주세요.

작업 하나하나가 낯설 수밖에 없는 신입 직원인데 힘든

직무별로 요건이 달라 채용 공고를 잘 살피는 게 중요합

게 많죠?

니다. 영어 능력은 갖추는 게 좋습니다. MKS는 혁신을 지

아무래도 코드나 하드웨어 구조, 동작 원리 같은 분야는

속하는 기업이어서 새로운 생각을 팀원들과 공유하며 실

익숙하지 않아서 개발-수정 작업을 할 때 막막한 순간이

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환영합니다.

있지만 하나하나 배워 가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분석하
고 수정한 코드가 기대한 대로 작동할 때, 설계한 부분이
문제없이 작동할 때는 뿌듯하죠. 하나씩 목표한 일들을
이뤄가는 과정 자체가 보람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려면 아무래도 영어 스트레스가 있
겠네요?

영어를 사용하는 환경은 항상 저에겐 도전이죠.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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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L

물류업
글로벌 리더
꿈꾸는 기업

경쟁이 치열한 미국 물류 서비스 시
장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NGL. New Global Leader란 이름
그대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
해 첨단 장비와 관리 시스템으로 발
빠른 행보를 보이는 교포 기업이다.
디지털 기술과 접목된 첨단 시설과
신뢰도 높은 업무 처리로 실적을 키
워가는 것은 물론 전자상거래에 뛰어
들어 새로운 도전을 위한 시동을 걸
고 있다. 최근 한국 지사를 신설해 아
시아 물류 허브 기지로 발돋움하기
위한 채비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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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축적해
온 노하우와 신뢰성 높은 일 처리 덕분에 한 번 거래를 튼
고객은 계속 우리와 협업하고 있습니다.
까다롭기로 소문난 애플 사와도 거래를 한다면서요?

애플사의 공식 운송업체(Certified carrier)로서 캘리포니
아와 텍사스에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
히 휴스턴에서는 NGL이 애플의 유일한 운송 대행회사입
니다.
물류업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이제는 필수적으로 통합물
류서비스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면서요?

아마존
월마트
애플도
우리 고객

NGL이란 이름 자체에서 기업의

그렇습니다. NGL은 운송업, 창고업에 머무는 게 아니라

자신감이랄까 포부가 묻어나는군

물류 IT, 유통업 등을 아우르는 물류서비스 체제를 갖추

요.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가요?

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업무들을 순차

간단히 말해 물류 서비스 기업입

적으로 이어주는 가치사슬(value chain) 프로세스를 갖추

니다. 트럭 운송과 관련한 다양한

면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죠.

장비를 갖추고 최신식 창고 건물
을 확보해 쏟아지는 주문 물량을 재빠르게 그러나 정확
하게 처리하는 회사입니다.
언제부터 물류 시장에 뛰어들었나요?

첨단장비로
가치사슬
구축

로세스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이해하기 쉽게 업무 처리 과정

2006년 미국 애리조나에서 전화기 두 대로 물류 사업에
첫발을 디뎠습니다.

NGL이 구축해 놓은 가치사슬 프

을 순서대로 말씀드리는 게 좋겠
네요. 우선 화물 입항 2~4주 전부터 물류 서비스 주문을
입수합니다 → 화물 입항과 항만에서의 운송 가능 시점

NGL이란 기업의 현재 상황을 소개해 주세요.

을 자체 로봇 시스템을 통해 자동 모니터링합니다 → 운

미국의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텍사스, 조지아 등 4개 주

송 가능 시점에 고객 요구 사항에 맞춰 물류 서비스 일정

에 물류 터미널이 있습니다. 트럭은 220여대, 섀시(차대)

을 수립합니다 → 모바일 앱, 대시캠(Dashcam), 전자일지

800여대, 컨테이너 야적 공간 2만5000여평, 창고 면적

장치인 ELD(Electronic Logbook Device), 자동조기경보

3700여평을 갖춘 물류 기업입니다. 매출액은 2020년 기

체제 등 물류관리시스템을 동원해 실시간 오더를 파견합

준 460여억 원(4천100만 달러) 정도입니다.

니다 → 진행 상황 체크와 위치 추적 관리 등을 업무 끝날
때까지 일사불란하게 이어갑니다.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굵직굵직한
기업과도 거래를 하네요?

이런 물류 서비스가 가능하려면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아마존, 월마트, 타겟, 컨에어, 디비 쉥커(DB Schenker),

겠군요?

씨에이치로빈슨(CH Robinson) 같은 외국계 글로벌 기업

중장거리 컨테이너 직배송 체계는 물론 실시간 물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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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확인 장치, 자동조기경보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
에 고객별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올해 안에
운송, 창고, 유통, 야드, 장비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최첨단
자체 물류 플랫폼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미국적
특수상황
꿰고 있는
전문가 포진

프리미엄 배송 업무에 특화돼 있
다고 하는데 어떤 업무를 말하는
건가요?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프
리미엄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NGL의 근황을 보면 사업 확장을 위한 준비 작업도 활발

는 건 첨단 장비와 선진화된 시스

하게 이뤄지는 것 같더군요?

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위험물, 중량물, 오버

항만 화물 픽업, 유통, 창고, 이커머스 및 최종 도착지까지

사이즈, 보세 운송 등을 처리하는 특수배송은 기본적으

배송하는 원스톱 물류 서비스를 완성하는 게 목표입니

로 해당 라이선스와 자격증을 갖춘 드라이버, 특수 장비,

다. 이를 테면 한국에서 컨테이너 배를 띄우면 그 이후부

허가증(교량, ROUTE 등)이 있어야 하거든요.

터 미국의 구매자에게 제품이 도착하기까지 모든 물류를
처리하는 체제를 갖추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만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대비책도 갖추고
있어야겠군요?

전자상거래를 위한 시스템도 갖추고 있나요? 아직은 시

무엇보다 사고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활하게 처리할

작 단계인가요?

수 있는 경험을 갖춘 숙련된 전문가가 있어야 합니다. 미

네 맞습니다. 전자상거래는 크게 운송, 창고, 마케팅, 고객

국은 각 주마다 다른 규제와 허가 사항이 있기 때문입니

관리, 상거래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이중에서 NGL은 물

다. 주와 주를 오가는 중장거리 운송에는 각종 법적인 문

류를 위한 운송, 창고 시스템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현재

제들을 체험해본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거든요. 대부분의

무인창고와 트럭 및 드론 운송이 가능해지는 체계를 구

항만 운송 업체들은 주로 근거리 지역만 운송하는 비즈

축하는 중입니다.

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지만 NGL은 이런 시스템을 다 갖
추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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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산업은 특히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진입 장벽이 높을 텐데 어떻게 그 벽을
넘어섰나요?

경쟁이 엄청 치열한 업종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고객을 위하는 서비스
정신을 확고하게 갖고서 그것을 실천에 옮기면 가능한 일이죠. 우리 업종은 신
속-정확한 서비스가 생명인데 한국인의 민첩함과 정확성은 큰 자산이 되죠.
그렇다고 탄탄대로만 걸어온 건 아니겠죠?

초기 트럭 한두 대로 시작할 당시에는 미숙한 운영으로 유일한 고객 업체에게
서 잘린 적도 있었습니다. 절치부심하고 있는데 우연히 그 업체의 인근 지역에
있던 대형업체와 연이 닿아 후속 고객이 생기더군요. 로스앤젤레스에서 사업을
확장할 당시에는 주변 경쟁업체가 훼방을 놓아 세 들어 있던 공간에서 쫓겨나
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월세를 지급하며 영업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최근 한국에도 지사를 설립했는데 사업 확장을 위한 포석인가요?

첫째는 한국의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섭니다. 장기적으로는 한국 중소기
업들이 미국 시장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두보 역할을 하려
는 겁니다. 특정 지역에서 아마존 셀러들을 위해 창고 보관, 물품 포장, 배송 등
의 서비스를 해주는 FBA 시스템을 대행한 경험이 있는데다 우리의 운송 트럭,
창고 등 물류자산을 이용하면 한국 기업의 미국 내 물류 경쟁력과 역량을 강화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물론 한국 기업의 OEM 업체들이 모여 있는 아시아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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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물류 겨냥해
한국 진출

미국 근무 기회 제공
영주권 문제도 해결

류시장에 진출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국 지사는 NGL의 아시아 헤드
쿼터로서 이 지역의 이커머스 물류 유통을 위한 마케팅, 영업, 운영을 총괄하게
됩니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한국 청년 인재를 발굴해 교육도 시킨
다면서요? 미국 본사와 지사의 협업을 도우려는 건가요?

한국 인력의 우수성은 이미 입증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인재를 육성한다면 세
계무대로 진출하기 위한 우리 회사의 비전을 실현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에 뿌리를 둔 기업으로서 고국의 우수 청년들과 고국의 발전을
지원하고 싶은 소망도 있죠.
청년 인재는 어떻게 선발하나요? 그들은 어떤 교육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인성 교육, 물류 교육, OJT를 통한 현장 교육, MS Excel 고급 과정, 로봇프로세스
자동화(RPA), 인공지능 교육, 컴퓨터 데이터 분석, 전자상거래 입점부터 운영지
원에 이르는 통합 교육까지 진행합니다.
트레이닝과 경력이 쌓이면 자연스레 본사가 있는 미국으로 파견하기도 하나요?

그렇습니다. 미국 현장에서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물류 서비스 과정을 익히
면서 새로운 업무 경험을 쌓게 됩니다. 영주권 문제도 본사에서 해결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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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반도체시장보다
큰 미국 트럭산업
노상일 대표 / 김승범 부대표 인터뷰

미국의 트럭 산업 그러니까 운수업 규모가 어마어마하다죠?

계의 전망입니다. 사정이 이러니까 트럭이 서면 미국이

그렇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8,000억 달러(918조8,000

멈춘다는 말까지 있죠. 성장세가 너무 빨라 운전자 부족

억원)에 달합니다. 너무 큰 수치라 실감이 나지 않을 수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미 2019년에 6만명이 부족했다는

있습니다. 다른 시장과 비교해 볼까요? 인텔 삼성 등 세

조사도 있는데 정작 업계에서는 그보다 두배 더 부족하다

계적 기업들이 각축을 벌이는 전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

고 봅니다. 2028년에는 16만명으로 늘어날 거라는군요.

가 4,690억 달러입니다. 그 시장의 1.7배나 되니까 어마어
마하죠. 한국 정부 예산의 1.8배나 됩니다.
운수업에는 트럭도 있고 기차 항공 선박 등 다양한 운송
수단이 경쟁하지 않나요?

최첨단
산업으로
탈바꿈하는
물류업

굴뚝산업처럼 여겨지던 트럭 산
업이 왜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하
는 건가요?

제3자 물류(Third Party Logistics

트럭이 차지하는 비중이 71퍼센트입니다. 그 뒤를 철도(16

3pl)와 전자상거래가 커졌기 때

퍼센트) 선박(9퍼센트) 항공(4퍼센트)이 잇고 있습니다.

문이죠. 기업들이 물류 비용을 절

2024년에는 트럭 비중이 85.2퍼센트로 성장한다는 게 업

감하고 그 비용과 노력을 다른 곳에 투자하면서 물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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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한 상품이 공장에서부터 고객에게 이르기까지 물류 과정을 보여주는 안내도.

문업체에 아웃소싱하게 된 거죠.

NGL은 이런 시장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현 시점에서 도입 가능한 디지털 기술을 최대한 도입하려
단지 미국만의 현상은 아니겠죠?

고 합니다. 운송 데이터를 관리하는 툴 TMS(Transportation

이런 흐름은 유럽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Management System), YMS(Yard Management System),

의하면 50퍼센트 이상의 기업들이 앞으로 5년 안에 물류

WMS(Warehouse Management System)를 자체 개발해 사

부문을 아웃소싱하거나 공동 관리한다는군요. 아웃소싱

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들은 서로 연동돼 작동하기

은 운송부문과 창고부문, 수출입 관리, 정보시스템 관리

때문에 물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신속하게 공유

까지 아우르는데 점차 생산계획, 반품, 주문처리, 구매관

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리 등으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NGL 입장에서는 이런
시장에 최적화한 시스템과 시설을 구축하는 게 장기적인

NGL이 구축한 첨단적인 인프라들도 많겠군요?

목표입니다.

트럭과 컨테이너 샤시를 추적하는 장치와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우리 장비들의 위치정보등 운송 현황

트럭은
‘달리는
컴퓨터’

이런 흐름은 4차 산업혁명의 결

정보를 파악합니다. 야드를 통과하는 모든 장치들을 자

과물이 트럭 산업에 접목됐기 때

동으로 읽어내고 문제점까지 알려주는 인공지능 기반 야

문인가요?

드 관리 시스템도 가동 중입니다. 하다못해 운전자가 눈

그렇습니다. 인공지능, 머신러닝,

을 감고 졸거나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경고음을 들려

자율주행트럭, 빅데이터, IOT 등

주는 보안 시스템도 작동됩니다. 현재 진행중인 물류 상

이 대거 적용되면서 트럭은 단순히 물건을 운송하는 기

황에 관한 빅데이터를 분석해 배송과 보관 과정에서 생

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산업의 흐름은 물론 소비

길 수 있는 위험을 알려주는 자동조기경보체계 등도 갖

자들의 소비 행태와 정보를 반영하는 ‘달리는 컴퓨터’가

추고 있습니다.

된 겁니다. 이렇게 축적된 정보는 또다시 전자상거래에
도 반영돼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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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이동엽 . Logistics specialist

“물류업은 첨단기술의 용광로입니다”
NGL에서 어떤 일을 하나요?

각 지점의 고객으로부터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
를 회사 시스템에 등록, 수정하고 미국 각 지점의 운행 데

환경까지
생각하는
기업정신

체의 통합적인 물류 시설을 운용
해 제대로 된 운송 서비스를 하는
회사에서 일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터를 활용하여 물동량을 비교 분석합니다. 또한 로봇

물론 미국 시장에서 일할 수 있는

프로세스 자동화((Robotic Process Automation, RPA) 프로

기회를 주는 점도 매력이었죠.

그램을 통해 리포트 자동화, 조기 위험 감지, 경고 프로세
스 등을 개발합니다. 미국 각 지점에서 신속 정확하게 업

수습 기간 동안 ‘이 회사는 정말 다닐 만하다’고 판단하게

무가 이뤄지도록 한국 지점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되었다면서요?

미국 현지에서 직접 듣고 보고 체험했던 NGL의 비전이
이 회사는 어떤 과정을 거쳐 언제 입사했나요?

인상 깊었습니다. 운송 서비스를 통한 이익 추구에만 매

제가 다니던 대학교를 통해 NGL 로스앤젤레스 지점에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계를 연결한다(Connect

인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1년 간의 인턴생활을 마쳤

the World)’는, 야심찬 비전을 강조하더라고요. 고객에게

는데 마침 한국에 지사가 생기면서 2018년 3월 다시 정직

최상의 운송 서비스를 제공해 상생하는 물류 생태계를

원으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전공이 국제물류학이다 보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배기가스 제로라는

니 자연스럽게 물류업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모토 아래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그린라이프를 추구하는
걸 보고 이 회사와 함께 미래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고 나

NGL은 널리 알려진 회사는 아니었는데 어떻게 알게 되

스스로 발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었나요?

NGL은 여러 대학과 협업해 미국 인턴을 희망하는 학

회사 내에서 닮고 싶은 롤모델이 있나요?

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입 사원 중에는

캘리포니아 지점의 General Manager인 크리스 림이란

KOTRA에서 주관하는 외국인투자기업박람회를 통해 입

분입니다. 1년간 그곳에서 인턴 근무를 하는 동안 그 분의

사한 경우도 있습니다.

업무 방식을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인간적이면서도 효
율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전문가 모습 그대로였습니

이 회사를 선택한 이유는?

다. 아무래도 중장비와 차량이 수시로 들고나는 현장이

물류 전공자로서 미국의 거대한 물류 시장에 관심이 있

다 보니 사고가 안 일어날 수 없는 환경인데 잘잘못을 따

었습니다. 물류업계에서 일하기로 마음먹었을 때는 단순

지기보다는 직원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합리

히 페이퍼 워크로 중개 업무만 진행하기보다는 회사 자

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모습이 존경스러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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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자동화
배워 써먹는
재미 쏠쏠

하루 일과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니다. RPA 툴을 사용하고 있는데, IT 관련 지식이 없으면

한국 지사의 업무는 미국 본사 스

이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데 어려움이 많지요. 저 또한 처

케줄에 시간을 맞춰 진행하다 보

음 업무를 맡았을 때 비전공자라서 힘겨웠습니다. 회사

니, 조금 늦게 출근합니다. 보통

에서 지원해주는 교육을 받고 여러 가지 프로세스 개발

오후 2시에 출근하여 전날 미국

에 참여하면서 실력이 늘고 있습니다.

본사와 각 지사에서 진행된 일을 스카이프, 슬랙 지메일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물류 프로세스 개발, 리

일할 맛 날 때는 언젠가요?

포트 작성 등으로 이어집니다. 오후 6시쯤 간단히 저녁식

NGL은 고객과 약속한 시간 안에 어떻게든 운송해준다는

사를 하고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합니다. 그리고 한

모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늘 운송 진행 과정을 확인해야

국 시간으로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엔 오전 9시30분부터

합니다. 자동화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

약 1시간 정도 미국 사무소와 화상 미팅을 합니다.

서입니다. 실시간으로 운송 중인 화물을 추적하는 프로
세스를 개발해 제대로 작동될 때 보람을 느낍니다.

현재 맡고 있는 업무 중 가장 중요한 작업은 무엇인가요?

NGL이 요즘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업무 자동화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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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의 진행과정을 이미지로 보여주는 설명도

멀티플레이어
인정받는
기분에
어깨 으쓱

NGL의 회사 내 분위기는 어떤가요?

한 마디로 자유로운 분위기입니다. 정해진 옷차림이 없어 청바지에 맨투맨을 입고
출근하는 직원도 있고 일상의 격식을 따지기보다는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라고 할까요? 보통 한 사람이
한 개의 프로젝트를 맡는 식이어서 스스로 하지 않으면 일이 마무리되지 않거든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려는 회사다 보니 멀티 플레이어를 요구할 법한데?

혁신적인 시스템이 한창 도입되고 있는 물류업 특성상 다양한 업무에 능통한 게 좋
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RPA 같은 IT교육을 지원합니다. 일반 물류 업무와 IT 시스템
개발-운영 업무를 모두 알아야 NGL에 맞는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양쪽을 모두 익히려면 업무 강도가 높아지는 건 당연한 거 같습니다. 개인적
으로는 여러 분야의 업무 스킬을 익힐 수 있어 커리어 계발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NGL은 직원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주나요?

직원들의 성장이 곧 회사의 비전을 달성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교육 지
원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자격증 시험 준비나 자기계발 비용을 지원합니다. 일례로
물류 관련 자격증을 따려는 직원들에게 수강료와 원서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자기
스스로 업무 역량을 높이려는 직원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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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L만의 독특한 복지 시스템 제도 같은 게 있나요?

Global Training Program이란 게 있습니다. 한국 지사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근무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비자 지원, 스폰서 지원 등을 해줍니다. 합법적으로 미국 지사
에서 일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조사비 지원, 명절 선
물 및 보너스, 병가 및 연차 지원, 4대 보험 가입 등이 있습니다.
채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서류전형을 통과하면 한국 사무소와 1차로 대면 또는 화상 면접을 진행합니다. 1차
면접을 통과하게 되면 미국 사무소와 2차 화상면접을 진행합니다. 현재 1, 2차 면접
은 모두 영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차 면접을 통과하게 되면 최종 합격 통보를 받
게 됩니다.
이 회사에서 일하기 위해 미리 갖춰 두면 좋을 것들을 귀띔해 준다면?

엑셀과 RPA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관련 자격증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IT 지식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해외 지점과 미팅
을 하고, 이메일로 소통하다 보니 기본적인 영어능력도 필요합니다.
직원 뽑을 때 우선시하는 게 있나요?

무엇보다 물류 산업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는지 체크합니다. 최종적으로는 미국
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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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월터스 코리아

“적재적소에
전문인력
채용해드립니다”

로버트 월터스는 1985년 영국 런던에
서 설립된 글로벌 인재 전문 채용 회
사다. 전세계 주요 도시에서 전문 인
력에 특화된 채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글로벌 연봉 조사로 산업계는
물론 구직자들에게 신선하고 따끈따
끈한 영향력을 미치는가 하면 새로운
면접 프로그램 도입으로 업계에서 주
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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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인력 채용에 주력하려면 아무래도 새롭게 떠오르는
산업에도 손을 뻗고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헬스케어, 화학, 신재생 에너지, 자율주행 및
반도체 등 테크 산업 전 분야에 이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를 새롭게 주도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죠.
커버하는 직종도 그만큼 다양해야겠군요?

영업과 마케팅은 물론이고 회계, 재무, 인사, 법률, 물류,
엔지니어, 디지털 전환 및 AI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폭넓다
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규직 채용을 전문으로 합니다.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기업 고객의 맞은 편에는 당연히

전문인력
채용은
우리가
책임진다

로버트 월터스는 어떤 특징을 지

산업 전문 인재란 고객이 있어야겠군요?

닌 인재 채용 기업인가요?

물론입니다. 고객사에게 최고 역량을 갖춘 인재를 소개

우수한 전문 인재들을 가장 적합

하는 게 우리 업무의 한 축이라면 구직자의 커리어를 장

한 일터와 연결해 주려고 합니다.

기적으로 세심하게 관리해 주는 게 또다른 한 축입니다.

일회성 채용 서비스가 아니라 장
기적 관점에서 그들의 커리어도

‘글로벌 서치펌’으로서 로버터 월터스가 추구하는 가치는

관리해줍니다. 세계적인 다국적기업에서부터 혁신적인

무엇인가요?

중소기업 나아가 야심찬 스타트업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기업과 구성원이 자신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기업 고객들이 로버트 월터스와 함께하는 것도 최고의

있도록 힘을 다하는 게 우리 회사의 미션입니다. 우수한

역량을 가진 인재를 구할 수 있기 때문 아닐까요?

인재를 찾는 기업, 이직을 모색하는 산업 전문 인재가 만
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단순히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기

기업 고객들의 분야도 다양하겠군요?

업 활동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사람과 기업의 미래를 지원

회계, 재무, 금융 서비스, 제조업, 정보기술, 인사, 소비재,

한다고 보면 됩니다.

물류 등 거의 모든 산업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버트월터스의 기업 고객은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들인
가요?

아쉽게도 우리가 진행하는 인재 채용 과정과 고객사의
정보는 기밀 사항이어서 대외적으로 브랜드를 공개하기

구직자를
위한
꿀팁
무료 공개

이직을 원하거나 외투기업에 입
사하려는 이들이 알아 두면 좋을
알찬 꿀팁을 홈페이지에 무료로
공개해 놓았더군요?

로버트 월터스와 함께하지 않

는 어렵습니다. 다만 포춘지가 선정하는 500대 기업은 물

는 구직자와 기업일지라도 커리

론이고 한국에 새롭게 진출하는 유명한 외국계 기업, 산

어 탐색과 인재 채용 과정에서 양측에 도움이 될 만한 인

업을 주도하는 플랫폼 기업, 급속하게 성장하는 스타트

사•채용 조언을 다각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직자와

업 기업 등 다양한 성격의 기업들이 고객사란 건 말씀드

기업에게 신뢰받는 조언자이자 동반자로서 가치 있는 일

릴 수 있습니다.

을 하겠다는 취지죠. 무료 이력서 컨설팅 서비스는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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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급변하는 인재 채용 시장에 맞는 이직 정보, 좋은 인
재 채용 및 유지를 위한 팁 등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업
무 프로세스, 구직자의 중.장기적인 경력 개발 등에 관한
조언을 전자책(E-book) 시리즈로 꾸준히 발간하고 있습

글로벌
연봉 조사로
선한 영향력
발휘

니다.

직장인이면 누구나 관심있는 게
연봉인데 업계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주겠죠?

연례적으로 발표하는 글로벌 연
봉 조사 내용은 세계 유수의 글로
벌 기업은 물론 상대 편이랄 수 있

는 경력직 인재들에게도 채용 과정에서 참고할 만한 좋은
글로벌 인재 채용 전문회사로서 로버트 월터스가 채용 시

자료가 될 겁니다. 구직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현 위치를 파

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은 게 있다죠?

악해 이직을 모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국내외 채용 시장에 관한 보고서를 작
성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전 세계 고용동향과 연봉

글로벌 연봉 조사라는 게 쉽게 이뤄질 것 같지는 않은데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연봉 조사서를 발간하고 있

요?

죠. 올해부터는 책자 대신 전 세계 31개국의 산업별, 직무

로버트 월터스의 연봉 조사는 100퍼센트 데이터베이스

별 연봉정보를 쉽게 비교할 수 있는 디지털 연봉 조사 사

내용에 기반한 실제 데이터입니다. 로버트 월터스를 통

이트를 오픈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분기별로 직장인

해 구직활동을 했거나 현재 구직활동 중인 사람들의 연

인식 설문조사를 해서 백서를 발간합니다. 한국 내 기업

봉 데이터와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죠. 또한 기업

들의 트랜드와 직장인들의 직업관을 확인해 안내하는 겁

에서 채용 업무를 담당했거나 구인활동을 진행 중인 인

니다. 관심사와 사회적 이슈에 기반한 질문을 주로 하는

사 담당자들이 제공하는 연봉 데이터와 설문조사 결과도

데 최근에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재택근무환경, 멘탈웰

포함합니다.

빙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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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회사
연봉을
알려주겠소”

단순히 연봉만 묻는 설문조사
는 아니겠군요?

매년 10-11월경에 구직자와 인
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현재의 연봉과 보너스 현황을

묻습니다. 물론 ‘워라밸’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이직 계
획은 어떻게 되는지, 연봉 협상 때 예상하는 연봉과 보
너스 인상률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조직 구성에 변화
가 예정돼 있는지 등 다각도로 질문하여 답변을 취합
합니다.
자연스레 산업별 연봉 변화 추이와 경기 흐름도 파악되
겠는데요?

각 산업 군의 매니저와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현재의
고용 시장 동향과 내년도 추이를 듣게 됩니다. 해당 업
계의 구인구직 현황은 어떤지, 특히 인기-비인기 직무
는 무엇인지, 내년도 이직을 위해 경력직 인재들이 준
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등도 더불어 정리합니다. 그
답변 내용과 우리의 데이터베이스 내용을 토대로 온라
인 연봉조사 자료를 통합하여 매년 초에 공개하고 있
습니다.
로버트월터스가 최근 도입한 인터뷰 툴이 눈길을 끕
니다?

‘스파크 하이어(Spark Hire)’란 프로그램인데요 간단하
게 말하면 비대면 인터뷰 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운용하나요?

채용 초반 단계에서 1차 서류 합격자가 간단한 자기소
개와 지원 동기를 영상으로 등록하는 시스템인데요.
지원자는 정해진 기한 안에 편한 시간과 장소에서 미
리 전달된 두 가지 질문에 답하고 영상을 제출하면 됩
로버트 월터스는 매년 주요 기업들의 연봉을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사

니다. 이력서에 다 담을 수 없었던 본인의 이야기를

진은 연봉 조사 설문 내용 중 일부.

풀어내고 장점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면 좋
겠죠.

112

비대면
인터뷰 툴로
취업-채용 도와

인력 채용을 하려는 기업 입장에

계별로, 주기적으로 받기도 합니다. 해외 지사에 방문하

서도 활용도가 높겠네요?

여 근무 환경을 경험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도 있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도 이력

습니다.

서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지원자의 성향이나 커뮤니케이

로버트 월터스에서 한국 지사의 위상은 어떤가요?

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된다

로버트 월터스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국제적 경쟁력이

고 합니다. 이 영상은 인사 담당자만의 리뷰용으로 끝나

있는 상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에서도

는 게 아니라, 실무진과 기업의 최고 책임자에게도 공유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고 전문성을 기반

되어 채용 전반에 활용됩니다.

으로 한 사회 공헌 활동을 강화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기
때문입니다.

‘스파크 하이어’를 통해 채용된 사례 중에 기억나는 게 있

특히 서울 지사는 ‘2021 행복더함 사회공헌 캠페인(일

나요?

자리 창출 공헌 분야 2년 연속 대상)’, ‘2020 소비자의 선

자신이 지원한 팀의 업무 경력이 부족했던 어느 구직자

택(글로벌 채용 컨설팅 부문 2년 연속 대상)’, ‘2020년 대

가 스파크 하이어 영상 덕분에 합격한 경우가 있어요. 이

한민국을 빛낼 인물•브랜드 대상(글로벌 인재 채용 자

영상을 본 실무진이 인터뷰 요청을 다시 해서 최종 합격

문 부문 대상)’ 등 정부 기관은 물론 주요 언론사가 수여

했죠. 이력서만 검토했다면 인터뷰 기회를 놓쳤겠지만

하는 상을 받으면서 글로벌 인재 채용 컨설팅 분야의 리

스파크 하이어를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잘 어필해 좋은

더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결과를 얻은 셈이죠. 요즘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비대면
면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스파크 하이어를

글로벌 기업들은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통해 적합한 지원자를 더 효율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거

데 로버트 월터스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라고 봅니다.

코로나 영향을 받은 경력직 인재들에게 무료 이력서 첨
삭•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1년 내내 진행

세계 각국에 지사를 두고 있더군요?

하고 있습니다.

현재 31개국에 65개의 지사가 있습니다. 다양성이 시대정

세계 31개국의 지사가 함께 봉사활동을 하는 글로벌 자

신이잖아요. 우리 직원들의 국적도 다양해서 채용 서비

선의 날 행사(Global Charity Day)를 매년 펼칩니다. 후원

스의 스펙트럼이 풍부하고 폭넓다고 생각합니다. 지사에

금을 모금하고 지역 사회 복지 단체에 기부하고 있습니

서 일하는 인력은 3,200여명 됩니다.

다. 작년에는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와 기부문화 위축으
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공동체를 위해 기부금 전달과 유

세계 각국의 기업들을 고객으로 상대하려면 글로벌 네트

기견 보호소, 노숙자 쉼터, 청년 지원시설 등에서 봉사활

워크가 잘 작동해야 할 텐데, 해외 지사들의 네트워크는

동을 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나요?

올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give together’ 캠

일단은 해외 지사와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합니다. 동일

페인을 시작하였습니다. 3월에는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한 산업을 담당하는 해외 지사 파트너들과 주기적으로

보호시설에 학용품과 위생용품을 후원했고, 6월에는 ‘세

미팅을 하기도 하고요. 국내외 산업 트렌드와 채용 동향

계 바다의 날’을 맞아 임직원과 함께 해변 해양 쓰레기청

을 수시로 공유하기 위해서죠. 다른 지사에서 근무하는

소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컨설턴트들과 함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트레이닝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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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복정혜 . HR Business partner
“워라밸 확실하게 보장해줍니다”

HR Business Partner란 직책은 어떤 업무를 수행하나요?

채용 컨설턴트를 채용하는 것에서부터, 트레이닝, 조직 문화 개발
등 인사와 관련된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입사 이후 어떤 일을 해왔나요?

로버트 월터스가 한국에 지사를 설립한 지 몇 년 안 된 2011년에 입
사했습니다. 비즈니스 서포트로 업무를 시작해 3년 근무했고, 리쿠
르트먼트 컨설턴트로 6년, 현재는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월터스 코리아의 컨설턴트는 팀 기반으로 업무를 진행한다
면서요?

산업별, 직무별로 채용 전담 팀을 구성하여 해당 산업에 특화된 전
문 채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팀 별로 매일 아침 미팅을 진행하는
데 팀의 각 구성원이 어떤 고객사 • 후보자와 업무 협업을 하는지
업데이트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습니다. 고객사에게 가장 적합한 인
재를 추천하고, 구직 후보자에게 더 많은 채용 기회를 안내하려면
매일매일 이뤄져야 하는 작업입니다. 팀내에서 정확하고 활발한 커
뮤니케이션을 통해 컨설턴트끼리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팀 스피릿이
중요하다

뛰어난 역량의 후보자를 발굴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요. 특별한 기준이 있
나요?

헤드헌팅은 로버트 월터스의 강점입니다.
전 산업 군의 핵심 인재와 긴밀하게 장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노
하우가 있지요.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좋은 기회
가 있으면 움직일 의사가 있는 경력자와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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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구인기업에 소개합니다. 물론 지인 추천 프로그램

라면서요? 여성의 리더십에 주목한 건가요?

을 통해 꾸준히 숨은 인재를 찾기도 합니다.

로버트 월터스 그룹이 성장한 바탕에는 다양성이란 핵
심 가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양성의 가치를 실천하

지인을 추천한 사람에겐 쏠쏠한 보상이 이뤄진다면서요?

고 서로의 차이를 포용하고 존중하는 기업 문화를 조성

소개한 지인이 로버트 월터스를 통해 6개월 이내에 이

해 온 거죠. 임직원 모두 성별, 연령, 국적 등에 관계없이

직-취업에 성공할 경우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립니

존중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성과를 바탕으로 동등하게

다. 또 1년에 두 번 추첨 행사를 통해 뽑힌 2명 각자에 백

평가받는 환경을 만들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죠.

화점 상품권 100만원권을 선물합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직원들 각자가 리더십을 갖도록 유도한
로버트 월터스 자체적으로 직원을 뽑을 때 최종 면접이

다고 하던데?

독특하다고 하던데요?

로버트 월터스의 컨설턴트는 채용 프로세스 전반, 즉

최종 면접은 담당 매니저뿐 아니라 팀원들이 참여하는

‘360도 채용’을 독립적으로 진행합니다. 입사 초기부터

‘팀 면접’으로 이루어집니다. 산업별로 팀을 구성해 근무

주체적으로 채용 프로젝트를 이끌어 가게 되니까 자연스

하다 보니, 팀마다 문화가 달라서 지원자의 성향이 잘 어

레 리더십을 기르게 됩니다. 그만큼 컨설턴트로서 경험

우러지는지 점검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업무의 폭이 넓어 빠르게 전문성을 쌓을 수 있
는 거 같습니다.

팀 면접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요?

편안한 분위기에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회사 밖의

입사 초기부터 현업에 뛰어들려면 아무래도 직무 교육이

장소에서 진행합니다. 팀의 매니저와 팀원 컨설턴트들

필요하겠네요. 직원들의 업무 능력을 키워 주는 다양한

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는 거죠. 지사장님의 면접을

교육 프로그램이 있겠죠?

통과했더라도 팀 미팅에서 탈락된 케이스가 있을 정도

신규 입사자들에게는 입사 후 첫 3개월 동안 리크루팅은

로 회사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채용 절차입

물론 영업 전반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니다.

합니다. 직접적인 리크루팅 경험은 없더라도 비슷한 업
무 혹은 B2B 세일즈 기반의 업무 경력이 있고 로버트 월

지사장
면접
못지않게
중요한
팀 미팅

팀 미팅을 통해 직원을 뽑을 경우

터스의 인재상에 걸맞은 역량을 갖추었다면 교육을 통해

어떤 점이 좋은가요?

리크루팅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직급별 트레이

지원자는 앞으로 함께 일하게 될

닝 프로그램은 물론 업무 성숙도에 따라 해외 교육 프로

팀의 분위기를 이해할 수 있고

그램에도 참가할 수 있고 해외 지사를 방문할 기회도 얻

실무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볼 수

게 됩니다.

있는 좋은 기회죠. 팀 미팅에 참
여하는 컨설턴트들도 직접 팀원
의 채용에 참여하기 때문에 지원자가 입사하면 회사에
잘 적응할 때까지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로버트 월터스 코리아는 매니저 급의 50퍼센트가 여성이

회사 적응
돕는
도우미
선배도 배정

입사 첫날부터 선배 ‘버디’가 밀
착해서 도우미 역할을 한다면
서요?

회사에 적응하는 걸 도와줄 ‘버
디’ 컨설턴트를 배정받게 됩니
다. 업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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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회사 적응에 필요한 세세한 팁까

인 용무도 볼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관공서에서 처리할

지 공유합니다. 회사 적응이 끝나면, 이후 멘토 프로그램

일 같은 거 말이죠. 직원들 중에는 맛집 탐험대를 결성하

을 통해 희망하는 매니저와 정기적으로 만나 커리어 전

여 여유 있게 맛집을 투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회

반에 걸쳐 조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 근처에 필라테스를 등록해서 점심 시간에 운동을 합
니다.

점심 식사 시간을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플렉스
런치 시스템을 도입했다면서요. 어떤 장점이 있나요?

12월 마지막주 연말특별휴가 제도가 귀에 솔깃합니다.

정해진 출퇴근 시간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

12월 마지막 주는 별도의 연차 사용 없이 한국 지사 전체

근하여 점심시간을 최대 2시간까지 늘려서 유동적으로

가 휴가 기간을 갖습니다. 보통 일주일 정도 됩니다. 연말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직원들은 플렉스 런치를

특별휴가를 제외하더라도 연간 20일의 개인 연차를 쓰고

통해 자유롭게 운동도 하고 자기 계발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근무 시간과 겹쳐 평상시에 하기 어려웠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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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유연근무제도도 운영하고 있나요?

로 진행됩니다.

오전 7시부터 10시 사이에 가장 편한 출근 시간을 선택해
근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시에 출근하면 4시 퇴근,

여러 단계의 채용 절차를 뚫고 합격할 수 있는 노하우를

10시에 출근하면 7시 퇴근이 되는거죠. 현재는 코로나 상

족집게로 집어줄 수 있나요? 준비 과정도 아울러.

황 때문에 로테이션으로 재택근무 중인데, 코로나가 끝

지원하는 업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업무

나도 선택적으로 재택 근무는 유지될 것 같습니다.

를 수행하기 위해 가장 요구되는 능력이 무엇인지 고민
해 보고 본인이 어떤 경험을 통해 그 능력을 갖추었는

글로벌 클래스 답게 대우해주나

지 어필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직접적인 리크루팅 경험

요? ‘대우’ 하면 먼저 연봉이 떠오

이 없더라도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 예를 들어

르는데 어떤 수준인가요?

B2B 세일즈 경력을 갖춘 분이라면 가능성을 보고 채용하

헤드헌팅 회사들은 기본급이 없

니까요. 간혹 준비된 스크립트를 외워 딱딱하게 답변하

거나 매우 낮고, 성사되는 채용

는 분들이 있는데, 면접 자리에서 최대한 본인의 자연스

건 별로 커미션을 지급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러운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게 더 진정성 있어 보이고 더

우리 회사는 동종 업종과 대비해 높은 기본 연봉을 제공

매력적이거든요.

실속 있는
인센티브
시스템

하고 있습니다. 직급별로 고정된 연봉이 있는 게 아니라
각자의 경력이나 역량에 따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정해

이 회사에서 일하기 위해 미리 갖춰 두면 좋을 것들도 귀

집니다.

띔해주세요.

우선, 영어로 업무를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비즈니
인센티브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스 영어를 구사하는 게 필요합니다. 외국계 고객사가 많

기본급 외에도 팀별 분기 타겟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고, 내부 업무 프로그램과 교육이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

개인 커미션 제도 하에서는 동료 컨설턴트이더라도 경

에 영어 커뮤니케이션이 어렵다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쟁자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팀별 인센티브 제도를 통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어학 시험 점수보다 명확하면

해 팀 내에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시너지를 내

서도 간결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꾸준히 연습해

며 동반 성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분기 인센티브의 비

두는 게 중요합니다.

중이 큰 편이며 또한 매년 승진 기회가 있고, 승진할 때

또 산업 분야를 나누어 전문적으로 채용을 진행하기

비교적 큰 폭의 연봉 인상이 이뤄지는 경우가 다수 있습

때문에 각 산업 분야에서 영업 관련(고객 개발, 파트너십

니다.

관리 등) 경험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이 외에 소통 능력,
문제 해결력 등의 자질을 갖춘 잠재력 높은 분은 환영을

글로벌 기업들은 대개 경력자를 수시 채용하는 것으로 알

받습니다.

려져 있습니다. 로버트 월터스는 어떤가요? 채용 절차가
궁금합니다.

우리 회사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상시 채
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원자의 이력서를 심사한 뒤 1
차 서류를 통과한 분들에게 ‘스파크 하이어’ 등록을 요청
합니다. 그후 1차 인사 담당자 면접, 2차 지사장님/디렉터
면접, 3차 실무진 면접, 그리고 최종적으로 팀 미팅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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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
남동우 사원 . ‘대학순회 외투기업 채용설명회’ 담당

“외투기업과
대학을 연결하는
가교가 되겠습니다”
외투기업 취업 노하우
알뜰히 파악하는 기회

이런 행사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진 않겠군요?

KOTRA에 작년에 입사했는데 처음 맡은 사업이라 긴장도 되고
자잘한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구직자들의 절박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제 자신의 일처럼 여겨져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있
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사업이 아니라 처음으로 기획한 사
업이기도 하고 제가 직접 진행하는 프로젝트라 애정이 더 크죠.
행사는 얼마나 진행되었나요?

지난 3월부터 준비작업에 들어가 4월 27일부터 6월 17일까지

KOTRA는 외국인투자기업과 취업을 준비
하는 대학생들이 만나 채용 전반에 관한 정
보를 주고받는 ‘대학순회 외투기업 채용설
명회’를 열고 있다. 재학중 일찌감치 진로
를 탐색하려는 대학생과 우수한 인재를 발
빠르게 선발하려는 외투기업이 서로 산업현
장과 교육현장의 분위기와 트렌드를 점검하
고 공유하는 자리여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
다. KOTRA 외투기업 채용지원팀 남동우 사
원에게 설명회 현장의 목소리와 참가자들의
반응을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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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두 달 반 동안 수도권 대학 13개교, 외투기업 17개사가 참여
해 총 16회의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여간해서는 신입 사원에게 이런 사업을 다 맡기지는 않을 텐
데요?

기획부터 행사 진행까지 통째로 맡은 일은 흔치 않다고 들었습
니다. 부담이 전혀 없지 않지만 채용 수요가 있는 외투기업과
대학생 구직자 양쪽 모두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
합니다. 덕분에 외투기업 채용지원업무의 속성을 빨리 파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직무에 대한 이해도니까요. 어떤 인사담당자는 자신도

대학과 기업의 매칭 과정에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빠듯

토익 점수가 없다는 말까지 하더군요. 구직자와 기업 인

한 일정 속에서 대학과 기업을 매칭하는 데도 최소한 2주

사담당자의 인식 차이가 그만큼 큰 겁니다.

가 걸리거든요. 기업과 대학이 무엇을 선호하는지 정확
하게 파악해야 하고, 하루에 참석 가능한 기업이 2~3개여

인사 담당자들 조언 중에 취준생에게 특히 알려주고 싶은

서 적정한 시간 안배가 관건이었습니다.

것은?

이제 문과생도 코딩은 할 줄 알아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관건은 매칭 프로세스일 텐데 만만찮은 일

는 말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10년 전만 해도 엑셀을 잘 하

이죠?

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되었지만 지금은 소위 ‘컴활’은 기본

담당자 30여 명과 일대일로 일일이 진행 상황을 공유하

소양이라더군요. IT시대의 언어는 영어가 아닌 프로그래

고 돌발 상황을 풀어가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더라구요.

밍 언어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문과생도 ‘코딩 문맹’은

기업 쪽 담당자가 바뀐 경우도 있고 한 번은 모 기업이 설

곤란하다는 얘기지요.

명회 직전에 참가 취소를 통보하기도 했어요. 그 사실을
학교 측에 제때 알리지 못해 당황한 적이 있었습니다. 설

채용설명회 마지막 순간에 루틴처럼 꼭 하는 게 있다면서

명회 마지막 순서였던 그 기업이 불참하는 바람에 취업

요?

정보를 얻으려고 참석했던 학생들이 실망하기도 했습니

‘KOTRA 외투기업 채용지원팀은 ㅇㅇ대학교 학생 여러

다. 행사도 40분이나 일찍 끝났고. 대학 측에 사과하고 재

분의 성공적인 취업을 응원합니다’라는 문구를 보여드립

발 방지를 약속하면서 일단락되었지만 난감했지요. 다시

니다. 그저 예의상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팀의 진심을

한 번 책임감을 갖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담은 문장이거든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에 따르면
금년 5월의 청년실업률은 9.3퍼센트에 달한대요. 흔히 ‘체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새롭게 배우는 것도 있겠군요?

감실업률’이라고 일컫는 확장실업률은 동 기간 24.3퍼센

기업 HR 담당자들의 열정적인 모습이 떠오릅니다. 대학

트에 육박합니다. 이런 소식들을 접하며 취업준비생들에

에 따라 많을 경우 200여 명이 넘게 오는데 참가자들을

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하며 행사를 준비했

노련하게 이끄는 분들을 자주 봤습니다. 참가자가 적을

습니다. 저도 작년까진 취준생이었으니까요. 청년 취업

경우는 수십명에 그칠 때도 있는데 기업 담당자들은 그

난이 지속되는 한 우리의 진심 어린 고민은 멈추지 않을

어느 때보다 진심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정말 좋은 구

겁니다.

직자를 찾고, 기업을 널리 알리겠다는 열의가 보이더군
요. 그 담당자들 보면서 저 역시 우리 설명회를 더 알차게
준비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됐습니다.
외투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팁이 있다면?

구직자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외투기
업에 취업하려면 영어를 얼마나 잘 해야 하냐’는 겁니다.
하지만 영어에 올인하는 건 조금은 무모한 일인 것 같아
요. 영어는 하나의 수단이고, 더 중요한 건 해당 분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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