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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잡은 빅데이터의 활용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선진

기업들은 빅데이터의 효과적인 활용이 기업 성과를 좌우한다고 인식하여 빅데이터

활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기업 경쟁력의 핵심인 인재 관리의 효율화와 과

학화 측면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즉, 직원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점차 개별화되고 다양화되는 직원들의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인사관리를 추구한다.

마치 건강검진을 통해 몸 상태를 진단하고 예방조치를 취하듯, 직원 관련 데이터를

잘 활용하면 직원 고충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빅데이터 시대, 고충처리의 3대 원칙은 다음과 같다. ⓛ 감(感)보다 데이터에 근

거하라 (data-driven approach): 경험, 관행, 믿음 등에 근거한 직관보다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인된 정확한 사실과 원인에 기반하여 고충을 해결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구글은 '직원 관련 모든 결정은 데이터 분석에 기초한다'는 목표로 인사팀 내

전문가들로 구성된 '직원 분석(people analytics) 팀'을 운영하고 있다. ② 전체보

다 개인에 주목하라 (microtargeting approach): 직원 전체의 공통된 이해에 근거한

일률적인 해결책보다는 직원 개개인의 세분화된 니즈를 반영하여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SAS는 우수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지난 5년간 퇴사자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퇴사 원인을 파악한 후 우수인재 유지에 활용하고 있다. ③ 사후 해결보다

예측·예방에 집중하라 (predictive approach): 고충상황 발생 후에 시작하는 사후

해결 중심의 관리보다는 고충 유발 요인들을 사전에 발굴, 예측하여 예방하는 데

더욱 집중해야 한다. 캐나다 아웃도어 브랜드 MEC는 400개 문항의 설문조사, 직원

인터뷰, 작업장 평가서 등을 이용해 '작업환경 평가지수'를 자체 개발하였다. 그리

고 이를 토대로 전 세계 13개국, 71개 공장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작업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다양한 고충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효과적으로 직원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빅데이터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님을 명심하고 구체적인 이슈 발굴과 해결책 마련에 활용해야

한다. 또한 조직 내 정보화 정도, 전문가 확보 등을 고려하여 최소 3년 이상 장기

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 빅데이터 활용은 자칫 개인정보 침해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데이터 수집·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저촉사항이 없는지 검

토하고, 직원의 동의를 얻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빅데

이터 활용에서 가장 중요한 성공 요소는 직원에 대한 진정 어린 관심과 작은 고충도

놓치지 않고 해결하고자 하는 배려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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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원 고충, 빅데이터에서 답을 찾다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 진화하는 직원 관리

□ 기업이나 정치,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1) 활용이 본격화

- 선진기업들은 빅데이터를 통해 현상을 과학적으로 진단·예측하여

보다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성과를 극대화

ㆍ2012년 말 기준 『포춘』 500대 기업 가운데 약 90%가 이미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거나 추진할 예정2)

- 스포츠 분야에서는 선수 관리에, 정치 분야에서는 선거운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빅데이터의 활용이 확산

ㆍ유럽의 축구팀인 A.C. 란은 선수당 6만 개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건강상태 관리뿐만 아니라 계약 여부도 결정3)

빅데이터 활용의 진수를 보여준 오바마

▷ 미국 주요 언론은 2012년 오바마 재선의 일등공신으로 빅데이터 활용을 선정

- 1억 명에 달하는 유권자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유권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선거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재선에 성공

- 유권자의 지지성향 분포 지도를 작성하고, 지지 가능 유권자들의 이동 경로,

대중교통의 이용 노선을 파악하여 선거유세에 적극 활용

(자료: Abse, N. (2012). Big data delivers on campaign promise: Microtargeted

political advertising in Election 2012. IBA.)

1) 빅데이터란 넒은 의미로 '기존의 방식으로는 관리와 분석이 매우 어려운 데이터 집합, 그리고 이를

관리·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과 조직 및 관련 기술'까지 포괄하는 용어(함유근, 채승병 (2012).

『빅데이터, 경영을 바꾸다』. 삼성경제연구소.)
2) Deloitte (2012). Billions and billions: big data becomes a big deal.
3) Dacenport, T. H., Harris, J. & Shapiro, J. (2010). Competing on Talent Analytics. Harvard
Business Review, 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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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경쟁력의 핵심인 우수인재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빅데이터 활용

- 소비자 데이터 분석을 통해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듯, 직원 데이터를

활용하여 직원의 니즈를 선제적으로 파악

- 채용·훈련·평가 등 인사의 전 영역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적

자원 분석기법(Human Capital Analytics)4)을 적극 도입

ㆍ"데이터를 따르라(Follow the data)… 생산성을 이끄는 다음 동력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HR이다." (다니엘 에토, Evolv사 임원)

□ 특히, 직원 고충이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 한 해결방안이 필요

- 원만한 고충 해결은 직원의 조직 몰입과 성과 향상에 중요한 요인이지만

여전히 획일적이고 형식적으로 고충처리제도를 운영

ㆍ최근 연구 결과, 공식적인 고충처리 절차가 있는 국내 사업장은

44.5%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유명무실한 경우가 대부분5)

- 인력 구성이 다양화해지고 가치관이 변하면서 직원들의 고충이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므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해결방안이 필요6)

ㆍ조직 내에 여성, 외국인, 장애인, 경력직, 신세대 등 인적 구성이

다양해지면서 과거에 나타나지 않았던 다양한 고충들이 증가

ㆍ우울증, 가족문제 등 개인의 문제도 기업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조직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추세7)

4) Pease, G., Byerly, B. & Fitz-enz, J. (2012). Human Capital Analytics. Wiley.
5) 한국갈등해결센터 (2012). "공식적 고충처리절차 44.5%, 근로환경, 보상관련 고충 많아".
6) 태원유 외 (2011). "창의와 혁신의 원동력, 인력 다양성 관리"(CEO Information 제822호).

삼성경제연구소.
7) Watsons, J. (2003). Predicting Workplace Violance: An EAP's perspective(WarrenShepell

Research Group 2003 Series),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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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빅데이터 시대, 고충처리의 3대 원칙

□ 효과적인 고충처리의 새로운 접근법으로서 빅데이터 활용 원칙을 제시

- 건강검진을 통해 몸 상태를 진단하고 예방조치를 취하듯이,

HR 데이터를 잘 활용하면 직원 고충을 효과적으로 해결 가능

- 이를 위해 고충처리 방식을 '데이터에 기반'하여, 세분화된 '개별

맞춤형'으로, 예측을 통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

ⓛ 감(感)보다 데이터에 근거하라 (data-driven approach)

② 전체보다 개인에 주목하라 (microtargeting approach)

③ 사후 해결보다 예측·예방에 집중하라 (predictive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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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感)보다 데이터에 근거하라 (data-driven approach)

□ 과거 경험과 관행에 근거한 고충처리 방식만으로는 고충 해결에 한계

- 전통적인 고충처리는 고충의 실체를 파악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무마하거나 회피하는 방식

ㆍ'좀 지나면 나아질 것이다', '술 마시고 풀자' 등

- 신속하고 정확한 문제해결을 원하는 신세대나 외국인 직원의 경우

고충처리 과정에서 반감과 갈등이 확산되는 경우가 빈번

□ 데이터 기반의 관리 기법은 고충처리에 필요한 정확한 근거를 제공

- 직원 데이터를 통해 고충의 현상과 원인을 제대로 파악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위한 정확한 판단 근거를 제시8)

구글의 직원분석(people analytics)팀

▷ 구글은 "직원과 관련된 모든 결정은 데이터 분석에 기초한다"는 목표하에

인사팀 내 '직원분석(people analytics) 팀'을 별도로 운영

- 30명의 통계전문가, 심리전문가, MBA 출신 전략 전문가들로 구성

▷ 직원들이 조직을 떠나게 하는 요인인 리더십 문제를 빅데이터를 활용해 해결

- 업적평가 데이터, 설문조사, 면담 등을 통해 얻은 100개 이상의 정보와

400페이지 분량의 추가 인터뷰 내용을 코드화하여 통합 데이터 구성

- 이를 바탕으로 '좋은 구글 상사의 8가지 요소'를 도출하여 리더 선발, 평가,

리더십 교육훈련 등에 적극 활용

▷ 그 결과 리더십 평가가 나빴던 상사들에 대한 평가가 무려 75퍼센트 향상

(자료: Venturebeat (2011. 9. 20.). People analytics: How Google does HR

by the numbers. NEWS.)

8) Levenson, A. R. (2011). Using Targeted Analytics to Improve Talent Decisions(CEO Publication

G 11-03(591)). Center for Effective Organizations,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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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에 대한 정확하고 유의미한 데이터 확보가 선결 조건9)

- 직원의 고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통합하여 체계화

자료: Bersin, J. (2012). Big Data in HR: Building a Competitive Talent Analytics

Functions - The Four Stages of Maturity. Bersin & Associates.를 토대로 재구성

- 부족한 데이터는 설문이나 인터뷰 등을 통해 추가 정보를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축적할 필요

ㆍ직원의 만족도, 몰입도, 피로도 등 과거에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던

요소들도 측정 기법의 발달로 정량적 데이터로 측정 용이

ㆍ사내 SNS 등 다양한 소통 기술로 인해 직원의 의견을 묻고 관련

정보를 확보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과거에 비해 절약

□ 꾸준한 업데이트를 통해 데이터의 정확성을 유지·관리하는 것도 중요

- 근속, 생애주기 등 개인 신상 변화에 따른 고충요인의 변화를 파악

ㆍ신입, 중간 관리자, 임원 등 경력상의 변화와 결혼, 출산 등 개인

신상의 변화에 따라 고충요인이 변화

- 체계적인 직원 데이터 관리를 위해 전문 소프트웨어를 적극 활용

ㆍ오라클(OBIA), SAP(Workplace Intelligence) 등 주요 IT 업체들은

직원 데이터 관리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제공10)

9) Barton, D. & Court, D. (2012). Making Advanced Analytics Work for You. Harvard Business
Review, October.

10) Bersin by Deloitte (2012). Big Data in HR: Why it's Here and What it M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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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체보다 개인에 주목하라 (microtargeting approach)

□ 기존의 직원 고충처리 방식은 직원 개개인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하는 데 한계

- 대부분의 기업이 전체를 대상으로 한 획일적이고 표준화된 방식을 사용

ㆍ임금, 상여금, 복리후생 등 공통된 이슈를 중심으로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인 해결책을 제시

ㆍ특히 여성, 외국인, 경력직, 장애인 직원 등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에

속한 직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

□ 고충 유형에 따라 세분화된 직원 데이터를 분석하고 특성을 파악

- 성별, 직무, 직급, 출신지역을 포함한 다양한 직원의 특성에 따라

고충유형을 분류한 후, 관련 데이터를 분석할 필요

ㆍ예를 들어, 애사심 고취가 목적이라면 외국인 직원은 조직문화 적응,

신세대 직원은 자기계발, 경력직은 조기 정착 관련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

퇴사자 데이터 분석을 통한 SAS의 인재 유지 및 관리

▷ SAS는 지난 5년간 퇴사자의 수많은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여 주요 퇴사

원인들을 파악한 후, 향후 인력 운영 계획 및 우수인재 유지 전략 수립에 활용

<SAS의 전 세계 직원의 퇴직 분석 예시>

(자료: SAS 직원관리 포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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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분화된 대상에 맞춰 고충 요인을 발굴하고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

- 맞춤형 직원 관리는 조직 충성도 향상, 퇴직 및 충원에 따른 비용

절감, 만족도 제고로 인한 생산성 증대 효과를 유발11)

- 여성, 외국인, 경력직 등 특정 계층 및 직종, 직급별 특성을 파악하여

이들 각각의 고충 요인을 발굴하고 해결책을 모색

ㆍ외국인 직원의 경우 문화 적응 정도에 따라 개개인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12)

ㆍ딜로이트는 '우먼 이니셔티브(Women Initiative)'를 통해

여성 인력을 위한 400여 개 프로그램을 운영13)

구글의 데이터 세분화를 통한 이직률 관리

▷ 구글은 높은 퇴사율이 문제가 되자 직종별, 성별, 직급별 데이터를 분석해본

결과, 특히 최근 출산한 여성의 이직률이 직원 평균의 2배 이상임을 발견

▷ 데이터 분석에 근거하여 출산 여직원들의 개별 니즈를 적극 반영한 맞춤형

지원책을 제시

- 출산휴가 정책을 바꿔 5개월 급여 및 수당 100퍼센트의 유급휴가 제공

- 출산 여직원 개개인의 여건을 반영해 원하는 경우 산후휴가를 제공하거나

파트타임 근무를 병행하게 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

▷ 그 결과, 출산 여성의 퇴사율이 50퍼센트 감소하여 신규 채용에 따른 비용이

절감

(자료: Dacenport, T. H., Harris, J. & Shapiro, J. (2010). Competing on Talent

Analytics. Harvard Business Review, October.)

11) Weisberg, A. (2009). Mass Career Customization: A Strategy for Attracting and Retaining

Critical Talent. Deloitte.
12) 주세영 (2012). "글로벌 인재전쟁 2.0: 인재 '확보'에서 '활용'으로" (경영 노트 제166호).

삼성경제연구소.
13) 태원유 외 (2011). "창의와 혁신의 원동력, 인력 다양성 관리"(CEO Information 제822호).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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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후 해결보다 예측·예방에 집중하라 (predictive approach)

□ 사후 해결책을 제시하는 기존의 고충처리 방식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며

해결도 어려움

- 문제 발생 후 당사자가 요청을 하는 경우에만 기능하는 수동적인

(reactive) 접근은 더 큰 문제를 야기14)

- 특히, 퇴사, 자살 등은 사후 관리가 불가능하며 소송을 하게 되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투입

- 전통적인 고충처리 방식은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사안도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단점

ㆍ전문 고충해결업체 조사 결과, 핫라인을 통해 상담·신고하는 직원의

30% 정도가 사내 해결을 시도했다가 무시당한 경험을 보유15)

□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직원 고충 예측이 가능

- 빅데이터의 백미는 고도의 분석 기술을 통해 종합된 데이터에 기반한

알고리즘16)을 생성하여 예측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17)

- 우울증, 업무상 재해, 퇴사 등의 유형과 요인을 분석하고, 예측 모델을

만들어 사전 예방하는 적극적인 접근이 가능

ㆍ선진기업들은 정기적으로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장 내 준법

여부와 직원 고충 요인들을 점검하여 사전 관리18)

14) Ceriello, V. R. (1998). Human Resource Management Systems: Strategies, Tactics, and
Technologies. Jossey-Bass, California.

15) HR Affiliates 홈페이지
16) 알고리즘이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원하는 답을 유도해내는 규칙의 집합
17) Fit-enz, J.(2009). Predicting People: From Metrics to Analytics. Employment Relations Today.
18) CAHRS ILR School Cornell University (2011). State of HR Analytics: Facts and Findings from

CAHRS Topical Working Groups.

SERI 경영 노트 제177호



9

□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이슈를 조기 발굴하여 직원 고충을 방지하거나

확산 예방

- 기업 내 새롭게 떠오르는 이슈들을 발굴하여 조기에 해소

ㆍIBM 재팬, 도시바 등은 장시간 근무가 직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이를 토대로 시간 외 근로(휴일 근무포함)가 월 80시간을

초과한 인력에 대해 정신보건전문의와의 면담을 의무화19)

□ 종합적이고 정량적인 지표를 활용하여 예방 차원의 모니터링 강화

- 예측 가능한 주요 고충 요인을 총망라한 측정 지표를 활용하여 직원

고충을 예방

ㆍ미국 호텔 체인 하라스(Harrah's) 그룹은 고객 분석기법을 활용해

직원 행복·건강 지표인 '웰니스 메트릭스(Wellness metrics)'를

개발, 이를 토대로 질병 예방 활동을 강화한 결과 치료비, 병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간 100만 달러 절감20)

MEC사의 작업환경 평가지수를 활용한 작업환경 모니터링

▷ 캐나다 아웃도어 브랜드 MEC사는 전 세계 13개국, 71개 공장에 대해 400개

문항의 설문조사를 하고, 직원 인터뷰, 작업장 평가서 작성 등을 실시해 작업

환경 평가지수를 개발

- 사업장을 블랙(black, 유해한 환경), 레드(red, 잠재적으로 유해한 환경),

오렌지(orange, 불평등한 환경), 옐로(yellow, 약소한 피해 환경)로 분류

▷ 6~18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작업장 모니터링에 기반한 직원 고충 예방 활동을

실시

(자료: 황홍구 (2011). "캐나다, CSR 현황과 기업사례 세 가지".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19) 이승철 외 (2012). "건강한 기업의 조건: 근로자 정신건강"(CEO Information 제860호). 삼성경제

연구소.
20) Analytics culture: way to success. (2012). The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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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 빅데이터의 활용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님을 명심

- 빅데이터 활용에 실패하는 이유는 데이터 수집이 80%, 분석이 20%로

데이터 수집에만 너무 투자하기 때문21)

- 데이터가 아닌 구체적인 이슈 및 해결책 마련을 중심으로 고민

ㆍ어떻게 퇴사율을 낮출 것인가, 어떻게 산재를 줄일 것인가 등

- 빅데이터보다 중요한 것은 직원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세심한 배려

□ 빅데이터 활용 시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할 필요

- 빅데이터 활용으로 자칫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 수집·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저촉사항이 없는지 검토

- 투명하고 공개적인 운영을 통해 직원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성공

ㆍ하라스는 직원들이 직원 정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활용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HR 스코어 카드를 제공

□ 조직의 여건을 고려해 빅데이터 활용 시스템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

- 빅데이터 활용 시스템이 자리잡기까지는 최소 3년이 소요22)

- 정보화 및 전문가 수준과 정보 인프라 정도를 파악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도입하면 오히려 낭비를 초래 SERI

21) Bersin by Deloitte (2012). Big Data in HR: Why it's Here and What it Means.
22) Bersin, J. (2012). Big Data in HR: Building a Competitive Talent Analytics Functions - The

Four Stages of Maturity. Bersin & Associ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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