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요약 보고서

글로벌제약 기업문화 인식조사 보고서
- 다양성, 양성평등, Work & Life Balance 중심으로

Date 8th September, 2017
Prepared for

-

조사 배경 및 목적

-

조사 설계

조사 배경 및 목적
글로벌 제약사와 일반 기업 간 기업문화 및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을 비교 평가하여,
글로벌 제약사의 우수한 기업문화를 알리기 위한 전략 수립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기획됨

Issue

01

글로벌 제약사와 일반 기업 간 기업문화 비교 평가

Issue

02

다양성, 양성 평등에 대한 인식 비교

Issue

03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 비교

Issue

04

향후 추구해야 하는 기업문화 롤모델로서의 가능성 진단

글로벌 제약사의
우수한 기업문화를
알리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에 대한
기초 자료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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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설계
 의미 있는 Output 도출을 위해 정량 조사 > 정성 조사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세부 조사 설계는 아래와 같음

Phase 1. 정량 조사
조사 방법

Phase 2. 정성 조사

• Online Survey

• FGD (Focus Group Discussion)

: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설문 진행

조사 대상

표본 수

: 리쿠르팅 된 응답자를 대상으로 모더레이터의 안내에 따라
특정 주제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파악하는 방법

[일반 기업]

• 만 20~49세 남녀, 전국
• 재직경력 1년 이상 직장인
•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중기업 근로자 or 글로벌 제약사 근로자

• 만 25~35세 미혼/기혼 여성
• 재직경력 2년 이상 직장인

• 총 659명

• 총 2그룹
글로벌 제약사
20~35세
36~49세

제약 이외 업종
20~35세
36~49세

Total

남성

33

87

100

100

320

여성

62

77

100

100

339

계

95

164

200

200

659

* 글로벌 제약사 설문은 KRPIA에서 조사 참여URL을 전달하여 진행

조사 시기

• 2016년 11월 21일 ~ 2017년 5월 26일

조사 업체

• 마크로밀 엠브레인

샘플 수

[글로벌 제약사]
• 글로벌 제약사 인사 담당자

일반 기업
재직자

글로벌 제약사
인사 담당자

Total

1그룹 (7명)

1그룹 (5명)

총 2그룹

* 글로벌 제약사 인사담당자는 KRPIA를 통해서 리쿠르팅 진행

• 2017년 8월 24일 ~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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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인력구성 현황
B. 기업문화 및 만족도 평가
C.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

근로자/임원 성비
글로벌 제약사 근로자 성비는 55:45, 임원은 47:53, 일반 기업 근로자는 64:36, 임원 83:17로,
임원 성비 차이가 매우 큰 것이 특징임

글로벌 제약사

일반 기업 (제약 이외 업종)

남성

근로자
성비

남성

45.0
55.0

근로자
성비

여성

여성

남성

남성

임원
성비

52.9

47.1

여성

64.0

17.0

임원
성비
여성

[Base: 글로벌 제약사 전체 응답자(n=259), Unit: %]

36.0

83.1

[Base: 제약 이외 업종 전체 응답자(n=400), Un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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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구성에 대한 인식
남성 임원이 많은 회사는 ‘권위주의’, ‘보수적’, ‘수직적’, ‘군대식 문화’를 연상하는 반면,
여성 임원이 많은 회사는 ‘포용력’, ‘수평적’, ‘소통’, ‘여성직원 제도에 관심이 많은’ 분위기를 연상

남성 임원이 많은 회사는?

여성 임원이 많은 회사는?

권위주의적인
수직적인
분위기가 강한

“그런 곳이 있어요?”

형식적인

“워킹맘들의 고충을 이해해주는”

포용력이 있는 문화

회식이 많은

여성직원 제도에
관심이 많은

“다양한 사람이 어울릴 수 있는”
“열려있는 문화…”

기회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업무적인 것만 보지 않는
“능력만 보지는 않겠구나…”

여직원들을
대변해줄 수 있는

현실적이지 않은

보수적인 회사

군대식 문화

소통이 될 것 같은
수평적인

임원
■ 일반 기업 근로자 VOC
■ 글로벌 제약사 인사 담당자 V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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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임원 성비와 기업문화 상관관계
여성 근로자/임원의 비율은 회사의 만족도, 기업문화와 상관관계가 있으며,
특히, 여성 임원 비율의 상관관계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음

가설. 여성인력 실태와 만족도/기업문화와는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Pearson 상관계수

만족도

기업문화

여성 근로자 비율

여성 임원 비율

0.075

0.292**

나는 우리 회사의 기업문화가 지향하는 바를 잘 알고 있다

0.115**

0.312**

우리 회사는 복지 및 교육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0.101**

0.271**

나는 기업문화 가치정립과 실천이 회사 발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0.113**

0.271**

우리 회사는 인사 및 성과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0.075

0.237**

환경변화에 따라 우리 회사의 기업문화 가치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0.060

- 0.102**

나는 우리 회사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 상관계수는 0.01% 수준에서 유의함
** 상관계수는 0.05% 수준에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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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인력구성 현황
B. 기업문화 및 만족도 평가
C.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

[참고] 기업문화/만족도 평가 항목
구분

세부 평가 항목

구분

나는 우리 회사의 기업문화가 지향하는 바를 잘 알고 있다
나는 환경변화에 따라 우리 회사의 기업문화 가치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기업문화
및 만족도

나는 기업문화 가치정립과 실천이 회사 발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추진력

우리 회사는 인사 및 성과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우리 회사는 복지 및 교육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나는 우리 회사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우리 회사는 경쟁력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통/협력

우리 회사는 성장성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다
경쟁력

우리 회사는 수익성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다
우리 회사 직원들의 업무역량은 경쟁력이 있다
우리 회사의 기업문화는 경쟁력이 있다
우리 회사는 효율적으로 인력 및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신뢰

우리 회사는 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다
효율성

우리 회사는 효율적인 인프라(전산, 업무환경 등)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 회사는 불필요한 업무보다 실질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준다
우리 회사는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회사라고 생각한다

자율

우리 회사는 회사의 경영현황 및 정책 등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투명성

우리 회사는 투명하게 의사결정을 한다
우리 회사는 내부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회사는 전반적으로 투명한 회사라고 생각한다
우리 회사는 학연이나 지연, 인종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대우받는다

복지/교육

우리 회사는 서로 관심을 가지고 배려한다
다양성

우리 회사는 소수의 의견도 귀 기울이려고 노력한다
우리 회사는 나를 직원이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준다

나는 우리회사에서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다
우리 회사는 전반적으로 다양성을 존중해주는 회사라고 생각한다
우리 회사는 직원들의 회사생활 만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회사의 분위기는 친근감이 있다
재미/행복

양성평등

우리 회사의 직원들은 서로 간에 호의적이다
나는 업무를 통해 성취감과 보람을 느낀다
나는 우리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재미있고 행복하다
우리 회사는 끊임없이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고 실천한다
우리 회사는 선도적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창의력

우리 회사는 새로운 아이디어에 긍정적이다
우리 회사는 창의적인 인재가 인정받는다
우리 회사는 전반적으로 창의적인 회사라고 생각한다

여성/가족
친화적 문화

세부 평가 항목
우리 회사는 목표 달성을 위한 의지와 실행력이 강하다
우리 회사는 원래 계획한 목적과 취지에 맞게 업무를 추진한다
우리 회사의 경영진/관리자는 추진력 있게 업무를 수행한다
우리 회사는 전반적으로 추진력이 있는 회사라고 생각한다
우리 회사의 정책 방향은 직원에게 잘 전달된다
우리 회사는 직원들의 의견이 상사에게 잘 전달된다
우리 회사는 전 부서간 업무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우리 회사는 나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제도나 시스템이 충분하다
우리 회사는 다른 (부서)동료들과 정보 공유가 원만히 이루어진다
우리 회사는 전반적으로 소통과 협력이 잘되는 회사라고 생각한다
우리 회사는 원칙을 준수하고 일관성을 유지한다
우리 회사는 고객과 협력업체로부터 신뢰를 받는다
나는 우리 회사의 경영진 및 관리자를 신뢰한다
우리 회사는 전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한다
우리 회사는 직원에게 적절한 업무 권한을 부여한다
나는 출퇴근 시간이 비교적 자유롭다
나는 원하는 기간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우리 회사는 전반적으로 자율적인 회사라고 생각한다
우리 회사는 자녀 육아/보육 관련 복지가 잘 되어 있다
우리 회사는 자녀 출산 관련 복지가 잘 되어 있다
우리 회사는 일하기에 좋은 환경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나는 회사로부터 전문적 성장을 위한 교육, 경력개발 등의 기회를 제공받고 있다
우리 회사는 일하는 만큼 공정한 보상을 받는다
나는 필요한 경우 부담 없이 개인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우리 회사는 전반적으로 복지가 잘 되어 있는 회사라고 생각한다
우리 회사는 성별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대우 받는다
우리 회사는 출산/육아로 인한 부당한 대우가 없다
우리 회사는 성희롱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우리 회사는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한 승진 기회를 부여 받는다
우리 회사는 성별에 관계없이 직원을 채용한다
우리 회사는 성별에 관계없이 임원 승진이 가능하다
우리 회사는 성별에 관계없이 임금 수준이 동일하다
우리 회사는 전반적으로 양성평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한다
우리 회사는 일과 가정생활을 함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우리 회사는 임신하거나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을 배려한다
여성 근로자들이 결혼/임신/출산/육아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가 없다
모성보호휴가를 활용할 때, 상사나 동료들이 배려해준다
가족의 간호를 위한 휴가를 낼 수 있는 분위기이다
우리 회사는 전반적으로 여성/가족 친화적인 문화가 잘 정착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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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문화/만족도 평가
만족도 및 기업문화 평가에서 글로벌 제약사는 모든 항목에서 일반 기업 대비 높은 평가를 받음
‘다양성’, ‘자율’, ‘양성평등’, ‘여성/가족 친화적 문화’는 일반 기업과 더 큰 Gap을 보임

*Gap ▶

0.89

0.67

3.88

3.84
2.95

0.50

3.32

3.21

0.94

1.06

3.91

3.75
2.82

0.84

3.80

3.48

2.96

2.85

2.81

0.78

2.70

글로벌 제약사(n=259)
일반 기업/제약 이외 업종(n=400)

*Gap ▶

전반적 ★
회사 만족도

경쟁력

0.74

0.77

3.75

* 글로벌 제약사 평균 – 제약 이외 업종 평균
★ : 95% 신뢰수준(P=0.05 level)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소통/협력

★

신뢰

★

자율

창의력

1.30

1.07

복지/교육

★

★

4.09
3.07

2.75

★

★

재미/행복

4.36

3.74
2.90

★

다양성

0.99

4.15
3.07

★

투명성

1.24

3.86
2.74

★

효율성

0.79

3.51

3.01

추진력

★

양성평등

3.03

★

여성/가족★
친화적 문화

[Base: 글로벌 제약사 전체 응답자(n=259), 제약 이외 업종 전체 응답자(n=400), Unit: 5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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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및 조직 분위기 (글로벌 제약사)
글로벌 제약사 회사 분위기는 ‘같이 성장하는’, ‘배려하는’, ‘착한’ 등 긍정적이며,
일반적인 국내 기업문화와 달리 ‘Bottom up’을 지향하는 것이 특징임

글로벌 제약사

‘같이 성장하는’
“직원들은 관리를 받는다는 느낌을 갖고 대부분 회사에
고마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점점 같이 성장하고 서로
배려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착한’ (직원의 의견을 들어주는)

성장
소통

“가능하면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가끔 말도 안 되는 의견이라도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방법을 찾아봤는데 안되더라 이런 식이에요.”

글로벌 제약사
‘Bottom up’

배려

“저희는 탑다운 보다는 어떠한 이슈가 있을 것 같은지
보이스 업을 시켜서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줘요.”

‘배려하는’ (워킹맘)
“워킹맘들을 포함해 여직원들을 많이 배려 하는 것
같아요. 단축 근로나 재택 근무를 하게 하기도 하고,

육아휴직 외에도 휴직을 제공 해준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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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및 조직 분위기 (일반 기업 제약 이외 업종)
일반 기업 회사 분위기는 ‘자유롭지만 책임이 따르는’, ‘수평적’, ‘독립적인’ 이미지로 연상,
일부는 ‘빼먹으려고 하는’, ‘성과 압박이 심한’ 등 과도하게 성과 위주의 분위기로 표현되기도 함

일반 기업 (제약 이외 업종)

‘자유롭지만 책임이 뒤따르는’
“본인이 할 것만 잘 하면 자유로운 분위기인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제조/화학)
“전체적으로 자유로운 편인 것 같아요. 근데 대신
책임이 뒤따르는 편이에요.” (문화 컨텐츠 제작 지원)

‘독립적인’

자유
/책임

“직원들을 많이 빼먹으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부서간 이기주의도 심하고요.”
(프랜차이즈 서비스업)

“회사에 지향하는 방향은 자유롭고 수평적인
분위기에요. 연차도 사실 쓰는데 제약이 없고요.
사실 거의 통보 방식으로 써요.” (식품업)

(제약 이외 업종)
이기주의

“독립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것 같아요. 본인이 할 것만
하면 되니까 특별히 신경쓰지 않아도 돼요.” (IT/통신)

‘수평적인’

일반 기업

“자유로운 것을 지향하는 편이에요. 팀간에는 화합을
중요시 하는 것 같고요.” (은행/금융업)

‘빼먹으려고 하는’

개인주의

성과
‘성과에 대한 압박이 심한’
“목표 달성에 압박이 심해요.” (프랜차이즈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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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여직원에 대한 인식
글로벌 제약사는 여성 인력 양성에 관심이 높은 반면, 일반 기업들은 ‘제약이 있는 인력’이라는
상반된 인식이 있으며, 승진/인사 평가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도 있음

글로벌 제약사

일반 기업 (제약 이외 업종)

여성 인력 양성에 대한 관심 高

제약이 많은 인력이라는 인식 有

“타 업종 대비 여성의 비율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성들은 회식이라든지 야근, 주말 근무에 제약이 있을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여성 인력 양성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편이에요.”

거라는 인식이 강하다 보니 남자들을 더 선호하는 인식이
있죠.” (프랜차이즈 서비스업)
“솔직히 워킹맘들은 업무에만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부담인데 눈치가 많이 보이죠.” (식품업)

인사/승진 평가 과정이 투명함
“인사 평가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투명하고 공정해요.
성별, 학연, 지연 이런 것들은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요.”

성별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희는 다양성을 중요해서 남자분들을 뽑고 싶은 것도
있어요. 구조화된 면접을 여성분들이 더 잘하는 측면이

여직원에 대한
인식

승진/인사 평가에서 차별받는
“차별이 없는 것 같지만 팀장이 애정하는 남직원에게 일을

주고 평가를 좋게 해서 승진을 시키려는 것들도 보이기도
해요.” (은행/금융업)

없지 않아 있지만 평가 수준이 비슷하다면 다양성을
고려해서 남성을 채용하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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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인력구성 현황
B. 기업문화 및 만족도 평가
C.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

[참고] 일/가정 양립 보기카드
※ 일/가정 양립제도란?

근로자가 직장생활과 임신/출산/육아를 포함한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것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를 의미합니다.

일 • 생활 균형(Work-Life Balance)은 유자녀 근로자뿐 아니라 다양한 삶과 가족의 형태를 가진 모든 근로자를
포괄하는 개념이며, 정부정책의 방향도 일 • 생활 균형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제도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육아휴직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간 선택제
시차출퇴근제
탄력근무제

재택 • 원격 근무제

설명
배우자의 출산시 남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3-5일간 휴가 제도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남녀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각각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제도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
출퇴근 시간대에 시차를 두어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제도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은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으로 법정근로 시간내로 맞추는 제도

1주일에 하루 이상을 사무실이 아닌 집 혹은 다른 장소에서 일하는 근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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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인력 및 일/가정 양립에 대한 평가
글로벌 제약사는 여성 인력 및 일/가정 양립에 대해서도 일반 기업 대비 높은 긍정률을 보이고 있음

*Gap ▶

0.79

0.56

4.18

0.75

4.07

3.84
3.39

0.55

3.98

3.83
3.43

3.32

3.28

0.26

-0.33

3.57

3.03

-0.81

0.39

3.55

3.36

3.16

2.83

2.02

글로벌 제약사(n=259)
일반 기업/제약 이외 업종(n=400)
★

업무에 있어서
남녀간 업무능력
차이는 없다

* 글로벌 제약사 평균 – 제약 이외 업종 평균
★ : 95% 신뢰수준(P=0.05 level)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조직에 대한
헌신도에 있어서
남녀간 차이가
없다

★

리더십 역량에
있어서 남녀간
차이가 없다

★

★

★

여성근로자의
여성근로자의 회사 여성근로자는
적극적인 활용이
내 경력개발을 야근이나 출장 등
회사의 성과
지원할 필요가
업무상 제약이
향상에 도움이
있다
있다
된다

★

여성들은 주로
출산 전에
그만두는
분위기이다

★

여성인력 활용
및 일·가정 양립
관련 정부정책이
회사운영에 도움이
된다

[Base: 20~35세(n=295), 36~49세(n=364), Unit: 5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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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
글로벌 제약사에서는 육아휴직이 보편 타당한 권리라는 인식, 그러나 성별/세대간에는 인식차가 존재
일반 기업은 직급별로 인식의 Gap 큰 편임

글로벌 제약사

일반 기업 (제약 이외 업종)

보편 타당한 권리,
but 성별/세대간 인식 Gap 존재
•

직급/성별에 관계없이 당연한 권리라는 인식
“저희는 육아휴직을 간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제약이 없어요.”

직급/성별에 따라 인식차가 존재,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함
高

•

“팀장급들은 여성들을 잘 안 데려가려는 분위기가 있어요.” (은행/금융업)

“워킹맘들에 대한 배려를 해주는 편이고, 그렇다 보니 워킹맘한테는 너무 좋은
회사라는 얘기를 공공연히 해요. 회사에 많이 고마워하기도 하고요.”

•

•
Status

•

“어떻게든 부려먹어야 겠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하죠. 특히,
남성들이 더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 서비스업)

단, 일부 남성들은 여성들만을 위한 혜택이라는 인식도 있음
“특히, 영업 남자 직원분들은 본인들은 영업 필드에서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내근직 워킹맘들이 누리는 베네핏은 본인들은 누릴 수가 없고 그래서 불만이라는
분들도 솔직히 계세요..”

관리자 : 인력 공백에 대한 불안감/거부감, 시샘이 있는

“육아휴직을 쓰고 돌아 오지 않을 거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복귀해서 열심히 하는 선례들이 생기고 있어서 이전보다 많이 완화된 것
같아요.” (식품업)

육아 휴직에 대한 세대차도 일부 존재
•

“지금 40~50대 분들은 본인들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요즘 애들한테 너무
신경써주는 것 아니냐 라는 인식을 가진 분들도 있어요.”

중간 관리자 :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

육아휴직 대상자 : 눈치가 보이는, 복귀 후 자리가 없어질 수 도 있다는 우려
“일단 눈치가 많이 보이기도 하고 부담이 많이 되죠.” (식품업)
“부서에 2~3명 밖에 없는 디자인팀은 육아휴직을 쓰고 돌아오면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출산휴가만 쓰고 바로 복귀해요.” (IT/통신)

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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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제도 현황
글로벌 제약사는 모든 일/가정 양립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반면,
일반 기업은 일/가정 양립 제도에 대한 인지/이해도 수준이 낮고, 형식적이라는 인식이 강함

글로벌 제약사

일반 기업 (제약 이외 업종)

대략적으로 인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제도라는 인식

모든 일/가정 양립 제도가 시행
低

•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인지/이해도]

高

이전부터 모든 일/가정 양립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低

•

일/가정 양립 제도에 대해 대략적으로만 인지
“사실 들어보기는 했는데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이게 얼만큼 쓸 수 있고
누가 사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는 몰랐어요.” (IT/통신)

•

출산 휴가, 육아휴직 제도 외에는 사용이 어려움
“육아휴직 제도까지는 쓰는 것 같은데 그 외에는 쓰는 분도 못 본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각종 제도들은 예전부터 시행이 되고 있었어요.”

•

추가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들을 개선/도입하고 있음
“저희는 임신기 단축근무제도도 있어요. 아직 법령은 내년 정도일 것 같기는 한데
저희는 법령보다 조금 더 빨리 시행했거든요.”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인지/이해도]

高

(은행/금융업)

•

사용이 가능해도 눈치를 보는 상황이므로 현실적이지 않다는 의견
“저희 회사는 여기에 있는 거 다 시행하고 있긴 하지만 별 의미가 없어요. 결국은
다 눈치를 보게 되고 하니까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문화컨텐츠 제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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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요약 (1/2)
그렇다면, 왜 글로벌 제약사가 기업문화 및 일/가정 양립에 대한 평가가 우수한가?
• 타 업종 대비 여성 인력 비중이 높고
역량을 발휘하기 좋은 산업 환경
•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평가 시스템을
통한 여성 임원 배출

시스템

• 여직원들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끊임없는 관심/노력

• Work & Life Balance를 중시
여기는 가치관
• 다양성,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국내 기업들과 큰 차이를 보임
• 워킹맘을 배려할 줄 아는 기업문화

가치관

인력 양성

• 장기적인 관점으로 인력을
양성/관리하고자 하는 철학
(장기 근속을 위한 제도/시스템)

• 생애발전 지원을 통해 높은
로열티, 성과 산출 유도
• 직원은 성과 산출을 위한 도구가 아닌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주체로 인식

복합적인 요인들이 시너지를 발휘하여 긍정적인 선순환 구조 형성
직원들과 회사 모두 Win – Win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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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요약 (2/2)
국내 기업이 추구해야 하는 방향성

시스템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 구축

Work & Life Balance

- 모든 구성원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 지원 필요
-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평가 시스템을 통한 지속적인 동기부여 유발/유지

- 근로자들의 Work & Life Balance를 중요시 하는 분위기 조성
- 경영진의 솔선수범과 의식 개선

가치관
다양성/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개선

직원에 대한 인식 전환

인력 양성

- 다양성에서 비롯되는 긍정적인 시너지에 대한 인식 확립 필요
- 성별의 차이를 이해하고, 워킹맘을 배려할 줄 아는 문화 조성

- 직원은 결과 산출의 도구가 아닌 같이 성장하는 주체로 인식

- 직원들을 쥐어짜서 내는 단기적인 성과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으로 인력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력 양성/관리

양성 및 관리 필요
-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사용을 장려하고,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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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제약사가 보완하면 좋은 개선점
일/가정 양립에 대해 성별/세대간 인식 Gap이 존재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인력 Pool 유지를 위한 신입 양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짐

글로벌 제약사의 개선점
중요도 /개선 우선순위
高

일/가정 양립 인식 개선

• 일/가정 양립 제도가 정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별/세대간 인식차는 여전히 존재
“육아휴직을 포함해서 다양한 제도가 있긴 하지만 세대차는 아직 있는 것 같아요. 40~50대 이런 분들은 아직
일/가정 양립이라는 측면에 대한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글로벌 제약사 인사 담당자)

(성별/세대간/경영진 인식 개선)

• 인력 공백 및 성과를 백업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여자가 많다보니 육아휴직을 많이 가잖아요. 잠깐 잠깐 백업으로 와 있는 사람은 그만큼의 성과를 못 내거든요. 그러면
남아 있는 직원들이 나눠서 해야하니까 힘들긴 하지요.” (글로벌 제약사 인사 담당자)

시스템 차원 지원
(대체 인력 지원 등 체계적인
시스템 필요)

신입 양성을 통한
장기적인
인력 Pool 조성

• 워킹맘을 위한 보육 시설 및 제도 추가 도입 희망
- 글로벌 제약사 직원의 18.9%가 워킹맘을 위한 직장 내 보육 시설(어린이집) 운영을 희망 (정량 조사 결과)
- 글로벌 제약사 직원의 15.4%가 워킹맘을 위한 유연근무제/탄력근무제 도입 희망 (정량 조사 결과)

•

지나친 경력사원 채용으로 인한 산업 내 인력풀 감소, 신입 사원 양성 필요
“들어와서 바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하는 구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인더스트리 자체 인력 풀이 점점
줄어드는 거에요. 그래서 4~5년 정도의 경력이 있는 직원을 뽑기 너무 힘들어요. 이런 게 오랜 기간이 되다 보니까
아무도 신입을 뽑아서 육성하지 않게 되는 셈이죠.” (글로벌 제약사 인사 담당자)

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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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란 팀장/차장

이용선 과장

리서치 1사업부 3팀
dew116@embrain.com

리서치 1사업부 3팀
yslee@embrain.com

+82-2-3406-3830

+82-2-3406-3859

Appendix. 직장여성/워킹맘을 위해 회사가 갖추었으면 하는 것
 직장여성/워킹맘을 위해 회사가 갖추었으면 하는 것으로 글로벌 제약사와 제약 이외 업종 모두 ‘직장 내 보육 시설을 운영했으면
한다’를 1위로 뽑았고, 그 외에 ‘유연근무제/탄력근무제를 했으면 한다’ 등을 많이 언급함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에서 여전히 “육아”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남아 있음

글로벌 제약사





















직장 내 보육 시설(어린이집) 운영했으면 한다
유연근무제/탄력근무제를 했으면 한다
재택근무제 확대했으면 한다
자율적인 출퇴근을 확대했으면 한다
육아휴직 제도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직장여성/워킹맘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
휴가(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였으면 한다
출산 및 육아휴직 시 적절한 대체 인력 확보했으면 한다
업무능력에 따른 공정한 승진 기회가 필요하다
출산 및 육아휴직 사용이 자유로웠으면 한다
직장여성/워킹맘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해야 한다
가정과 일을 균형있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문화가 필요하다
다양한 복지제도가 있어야 한다
육아휴직 후 복직이 보장되었으면 한다
평등하게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
단축근무제 활용이 적극적이어야 한다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했으면 한다
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해 자유로운 분위기였으면 한다
휴게시설이 필요하다
없다

제약 이외 업종
18.9
15.4
7.7
4.6
4.2
3.9
3.1
3.1
3.1
2.3
2.3
2.3
1.9
1.9
1.9
1.9
1.5
1.5
1.5
15.8

[Base: 글로벌 제약사 전체 응답자(n=259), Unit: 중복 %]






















직장 내 보육 시설(어린이집) 운영했으면 한다
유연근무제/탄력근무제를 했으면 한다
자율적인 출퇴근을 확대했으면 한다
직장여성/워킹맘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
육아휴직 제도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휴가(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였으면 한다
다양한 복지제도가 있어야 한다
육아휴직 후 복직이 보장되었으면 한다
출산 및 육아휴직 사용이 자유로웠으면 한다
정시 퇴근 문화를 만들었으면 한다
직장여성/워킹맘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해야 한다
평등하게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
대체 인력 확보했으면 한다
법적으로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인정해주어야 한다
출산 및 육아 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직장여성/워킹맘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했으면 한다
육아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
강력한 법적 제도를 만들었으면 한다
없다

18.1
11.3
6.7
5.8
5.6
5.4
4.6
3.8
3.1
3.1
2.9
2.9
2.7
1.9
1.7
1.7
1.5
1.5
1.5
7.9

[Base: 제약 이외 업종 전체 응답자(n=400), Unit: 중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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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다양성’과 ‘양성평등’ 기업문화
‘다양성’ & ‘양성평등’ 기업문화는 성과를 높인다
 많은 연구결과에서 “개인의 능력 만큼 조직의 다양성이 중요하다”는 것이 입증됨.
- 집단차원의 다양성이 개인차원의 능력 보다 승률에 더 기여하며,
- 조직의 다양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다 더 정확한 예측과 탁월한 문제 해결 능력을 보임 [1]
 인종이 다양하고 성비가 고른 조직일수록 높은 시장점유율, 고객 수, 매출과 수익을 보임 [2]
 남녀 성비가 고른 기업들은 그렇지 못한 기업들에 비해 여러 분야에서 더 큰 성과를 냄 [3]

다양성은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핵심이다
 다양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성과가 있으나 다양성이 집단차원의 성과향상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성별, 인종 등 선천적 정체성 관련 다양성(Identity Diversity)은 그 다양성이 의식적/이성적으로 인지되어져야 하며(Cognitive Diversity),
이는 경험과 트레이닝을 통해서 얻어진다.
2) 다양하되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감기약 개발팀에 시인은 맞지 않음)
3) 구성원들의 사이가 좋아야 한다(그렇지 못하다면, 다양성이 갖춰졌더라도 상승작용을 일으키지 못하는 아이디어의 잡동사니에 불과하다)
즉, 다양성은 관리가 잘 될 때에야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4]
 수십여 개의 미정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기관의 근로자들은 ‘조직의 효율성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놀랍게도, 그들이 다양성이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곳에서는 자신들의 조직의 효율성이 다른 곳에 비해 더 높다’고 응답함 [5]
<출처>
[1] Scott E. Page, the difference: How the Power of Diversity Creates Better Groups, Firms, Schools, and Societ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7), pp.xxiii, 162
[2] Cedric Herring, “Does Diversity Pay? Racial Composition of Firms and Business Case for Divers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2(April 2009), pp.208-224
[3] Morgan Stanley quantitative stock selection model(MOST)
[4] Scott E. Page, the difference: How the Power of Diversity Creates Better Groups, Firms, Schools, and Societ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7), pp.xxiii, 314
[5] Sungjoo Choi and Hal G. Rainey, “Managing Diversity in U.S. Federal Agencies: Effects of Diversity and Diversity Management on Employee Perceptions of Organizational Performanc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70
(January/February 2010), pp.109-121. The quotations are on p.116. Emphasis added. The data for gender and age diversity “produce mixed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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