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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기좋은 100대기업

코로나위기속더빛났다,직원이행복한기업들

인간본위경영풍토를조성해신뢰경영을실천함으로써일하기좋은

기업문화를만들어가는기업을가리는제도다.

시작은1998년미국경제전문지포천이 포천일하기좋은100대기

업을선정하며이뤄졌다.현재는미국뿐만아니라한국,독일,일본,브

라질등세계70개국에서공동으로평가기준을만들어운영하고있다.

믿음, 존중, 공정성,자부심,동료애(재미)등 5대범주에걸쳐총 15개

요소를 평가한다. 이를 바탕으로 1차 심사에서 신뢰경영지수(Trust

Index )를진단하고2차심사에서기업문화평가(CultureAudit )를

실시한다.평가점수는1차와2차가각각67%와33%반영된다.

국내에서는 2002년첫시작뒤 19회째를맞고있으며 2011년부터는

대한민국여성워킹맘이일하기좋은기업도함께선정하고있다.여성

인력활용의중요성을인식하고일과가정의양립을위한제도적기반과

워킹맘이일하기좋은문화를잘구축한기업을선정한다.

2020년대한민국일하기좋은100대기업으로선정된영예의기업은

한국스트라이커,메드트로닉코리아,KB국민카드,한화생명등 25곳이

다.종합대상을수상한한국스트라이커는직원의자율성과업무효율성

을중시하는업무방식인 ABW(Activity BasedWorking) 라는독특

한제도를바탕으로이러한평가를받았다. 한국스트라이커는최첨단

인공관절수술로봇인마코를비롯해정형외과,내과,외과,신경외과등

의료분야에혁신적이고다양한제품과서비스를제공하는세계적의료

기기회사스트라이커의한국법인이다.

신뢰경영대상을 수상한 대웅제약은 스마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해

일하는시간과장소에얽매이지않고직원이일하기좋은일터를구현했

으며KB국민카드는일하는방식을임직원참여를통해만든 KB다움

으로정립하고매년 KB다움왕투표를실시하는등직급과연령을초

월한열린소통문화를만들어오고있다.

지방근GWP코리아공동심사위원장은 대한민국일하기좋은100대

선정 기업들은 신뢰경영을 실천함으로써 구성원의 현격한 이직률 감

소,높은생산성과수익률달성,고객만족도향상등다양한측면에서탁

월한성과를거두고있다 며 나아가국가와사회발전에기여하고국

민삶의질향상에더욱매진할것으로기대를모으고있다 고말했다.

한편2020년포천일하기좋은100대기업에는힐튼,아메리칸익스프

레스,세일즈포스,웨그먼스푸드마켓,시스코,워크데이,스트라이커같

은세계적기업이이름을올렸다.

지역별로평가점수를살펴보면미국일하기좋은100대기업신뢰경

영지수는 87이며유럽연합(EU)은88, 라틴아메리카와아시아의평균

은각각 86이다. 반면대한민국 100대기업신뢰경영지수는68로이보

다한참낮다.평가범주중에서공정성과동료애지수가가장낮기때문

이다.그만큼구성원이상사와경영진에대한공정한기회와공평한보

상의기대가크고동료에대한상호친밀감,공동체의식,호의등에목

말라있다는방증이다.이때문에일하기좋은일터구현을위해국내기

업이갈길은아직멀다는평가가나온다. 한우람기자

한국스트라이커등 25社…2020일하기좋은 100대기업선정

글로벌경영컨설팅기업인미국Great Place toWork 가주최하고GWP코리아(대표지방근)가주관하는2020년 제19회대한민국일하기

좋은100대기업에서한국스트라이커가영예의GWP종합대상을수상했다.한국스트라이커를비롯한수상기업25곳에대한시상식은28일

온라인으로열린다. 대한민국일하기좋은100대기업은회사구성원이직접본인회사에대한신뢰를평가하는세계유일평가제도다.

일하는방식바꾸고

원격근무대세떠오르자

스마트워크시스템도입

소통창구도한층강화

돌봄공백적극지원

원격수업 보육대란…

워킹맘힘들었던한해

여성친화제도큰힘

2020년대한민국일하기좋은 100대기업

GWP종합대상 한국스트라이커(3년연속대상)

신뢰경영대상

헬스케어부문
대웅제약(2년연속대상)

메드트로닉코리아(2년연속대상)

금융부문

KB국민카드

한화생명

(대한민국여성워킹맘이일하기좋은기업)

7년연속대상 외국계부문

DHL코리아

케이던스디자인시스템즈

헨켈코리아

(대한민국여성워킹맘이일하기좋은기업)

6년연속대상 금융부문 한화생명

3년연속대상
제조부문 앤비젼

외국계부문 EY한영

2년연속대상 판매유통부문 가시

대상

공공부문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한민국여성워킹맘이일하기좋은기업)

헬스케어부문
지멘스헬시니어스

HK inno.N

일반서비스부문 케이티엠하우스

외국계부문
DISCOHI-TECKOREACorporation

제너럴밀스코리아

판매유통부문 애터미

본상

헬스케어부문 한국로슈진단

제조부문 고운세상코스메틱

일반서비스부문 와이즈와이어즈

외국계부문 박스터

대한민국일하기좋은일터인증 철인그룹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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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가장존경받는CEO
2020년한국에서 가장존경받는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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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켈코리아 김영미대표이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양성광이사장

철인그룹㈜ 김상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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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기 좋은 일터엔 존경받는 최고경영자(CEO)가 있

다. 일하기좋은일터를만들기위해서는무엇보다 CEO의

역할이매우중요하다.

GPTW(Great Place toWork)코리아시상위원회에서

는매년탁월한리더십과높은사명감으로일하기좋은일

터를만들고혁신적경영철학을확산 보급해산업발전에

기여한CEO를선정해시상하고있다.

올해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CEO 는 신뢰경영지수

(Trust Index)중경영자와관련된 24개평가요소및설문

항목을지수화해최종선정했다. 24개가치는비전제시,경

영역량,인재발굴,윤리경영, 배려,존중,공정, 공평등으

로구성된다.

올해수상자는심현우한국스트라이커대표이사,이희열

메드트로닉코리아 아태지역 총괄사장, 이동철 KB국민카

드대표이사사장,전승호대웅제약대표이사,한병구DHL

코리아 대표이사, 립부탄 케이던스디자인시스템즈 CEO,

여승주한화생명대표이사,김덕표앤비젼대표이사,박용

근EY한영대표이사,강우석가시대표이사,김미조제너럴

밀스코리아대표이사,박한길애터미회장,이명균지멘스

헬시니어스대표이사,박귀찬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원

장, 미야타케 도시후미 디스코하이테크코리아 대표이사,

강석희HK inno.N대표이사,문정용케이티엠하우스대표

이사, 안건영고운세상코스메틱대표이사, 신성우와이즈

와이어즈대표이사,조니제한국로슈진단제너럴매니저,

현동욱박스터대표이사,김영미헨켈코리아대표이사,양

성광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김상진철인그룹대표

총24명이선정됐다.

종합대상 /World s Best / Asia s Best / 3년연속대상

워킹엄빠 워라밸돕는재택근무,코로나19에도안심
<한국스트라이커>

스트라이커는전세계100여개가넘

는국가에최첨단의료제품과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회사다.

1989년한국진출이후최첨단인공관

절수술로봇인마코를비롯한혁신적

인의료기기와서비스를정형외과, 내

과,신경외과에이르기까지주요의료

분야에공급해오고있다.

한국스트라이커는개인자율성과조

직 효율성의 조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변화를적극적으로수용하는유연한조

직구조를 갖췄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직원이재택근무를하는업무환경

의급격한변화속에서도우수한성과

를유지할수있었던것은외부변화를

민첩하게감지하고빠르게혁신하는한

국스트라이커의조직문화를보여주는

좋은사례라할수있다.

재택근무 시행 결정과 동시에 회사

는 직원에게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및

영상 미팅 플랫폼과 정보기술(IT) 교

육을제공했다.모든교육을영상으로

전환해대면 집합교육이어려운상황

에서도 직원들이 성장과 발전의 기회

를놓치지않도록했다.직원들은본인

만의노하우등을신속하게구축해모

든업무가차질없이이뤄지는데기여

했다.

한국스트라이커는더나은의료서비

스를통해건강한사회를만들어가려

는회사의미션을달성하는데가장중

요한원동력은건강하고행복한직원들

에게서나온다고믿고있으며,이러한

믿음이모든복지제도근간을이룬다.

육아,학업을병행하는직원이본인에

게적합한출근시간,근무시간을선택

할수있도록하는 자율출퇴근제도 ,

효율성과생산성을극대화할수있는

공간을선택해일할수있도록하는 원

격근무(RemoteWork)제도 ,가족과

함께오후시간을보낼수있도록오전

근무만 실시하는 가족의날(Family

Day) , 12월마지막주를전사휴무일

로지정해연말에충분한휴식을취할

수 있도록 하는 연말 조기 종무식

(Year-end Office Closing) 과 같은

제도는직원들이커리어목표를달성함

과동시에개인생활에도집중할수있

도록도움을주고있다. 이뿐만아니라

출산,육아로인해일과가정의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이른바 워킹엄빠

(Working Parents) 들이 직면할 수

있는경력단절의위기를최소화하는데

도크게기여하고있다.

한국스트라이커는직원의건강을세

심하게배려한다. 건강검진, 치과치료

비지원,단체보험가입,예방접종지원

은물론다양한상담지원 (심리,양육,

커리어,재무,세무등)과같은폭넓은

건강지원프로그램은스트라이커의자

랑이다. 특히코로나19의세계적인확

산이시작된직후, 직원의건강과안전

을 위해 전원 재택근무를 결정했으며

2020년2월부터현재까지시행중이다.

신뢰경영대상 / 2년연속대상

직원역량강화프로그램통해 자율적몰입 환경조성
<대웅제약>

대웅제약(대표전승호)이 대한민국

일하기좋은 100대기업에선정돼신

뢰경영대상을 수상했다. 이와 동시에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를 조성하는 데

주도적역할을한공로를인정받아전

승호대웅제약대표가 한국에서가장

존경받는CEO ,함보름대웅제약인사

팀장이 GWP혁신리더로선정됐다.

올해 19회를맞는 대한민국일하기

좋은100대기업 시상식은신뢰경영을

실천함으로써일하기좋은기업문화를

쌓아가는회사에시상하는제도다. 신

뢰 자부심 동료애등을척도로구성원

설문을진행하고공적서를검토해선정

되며미국,일본등선진국을포함한세

계 70개국가에서도같은기준으로진

행되는 글로벌스탠더드 시상이다.

대웅제약의 경우 스스로 몰입해 일

하기좋은업무환경이구축돼있으며,

직원의자부심과긍지가높고나이 성

별에관계없는공정한대우등이높게

평가받았다.실제로대웅제약은 직원

의성장이회사의성장보다우선한다

는경영방침으로끊임없이직원성장

을위해노력하고있다.

대웅제약은스마트워크를통해직원

들이 자율적으로 업무 환경을 정해서

몰입할수있게하고있다.국내제약업

계최초로스마트오피스를구축해직원

들이매일일할자리를자유롭게선택

할수있게했고, 유연근무제를도입함

으로써개인의여건에맞게탄력근무나

부분근무제를이용하도록했다.또휴

가사용때이유를묻지않는원칙을철

저히지킴으로써쉬어야할때쉴수있

는업무환경을조성했다.

직원역량강화를위한제도도대웅

제약이자랑스럽게내세우는기업문화

중하나다. 우선대웅제약에는 육성형

피드백 제도가활성화돼있어정기적

으로또수시로동료와직책자의피드

백을받으며성장할수있다.다양한역

량강화프로그램도준비돼있다.한사

람이여러직무를경험함으로써시야를

넓힐수있는 CDP(Career Develop

ment Program 경력관리제도), 해외

지사리더를양성하는글로벌우수인재

프로그램, 다가올 인공지능(AI) 시대

에 대비해 코딩과 빅데이터를 학습할

수있는DABA프로그램등이다.

이외에도대웅제약은나이 연차 성

별 국적과 상관없이 성과와 역량으로

평가받는직무급을시행하며, 직원모

두가서로를 ~님으로호칭하는문화

를정착시켜유연하고수평적인조직문

화를만들어가고있다.

한편 대웅제약은 작년부터 인턴십

프로그램을 확대 활성화해 대학생과

취업준비생도대웅제약의기업문화를

직접겪어볼수있도록문호를개방하

고있다.작년한해동안인턴십에참가

한학생을대상으로설문조사한결과,

대웅제약에서일했던경험에대해94%

의만족도를기록했다.

전승호대표는 대웅의모든직원이

회사와함께성장해진정한 글로벌헬

스케어기업을구현해낼수있도록새

해에도힘써뒷받침하겠다 고말했다.

신뢰경영대상

KB다움으로…직급 연령초월소통문화만들어
<KB국민카드>

KB국민카드(사장 이동철)는 1987

년 국민카드사로 시작해 1997년 세계

최초로후불식교통카드인국민패스카

드를 출시하고 2000년 신용카드 업계

최초로코스닥에등록하는등신용카드

역사의한획을그으며꾸준히성장해

왔다.

본업 혁신과 더불어 임직원이 일하

기좋은기업을만들기위해새로운시

도를지속해온결과 2020년첫도전에

서 대한민국일하기좋은100대기업

에선정되며신뢰경영대상수상의영예

를안았다. 이렇게혁신의역사를거듭

해온KB국민카드는포스트코로나시

대에걸맞은선도적인조직문화기업으

로다시한번발돋움하고있다.

2019년 KB국민카드는조직문화방

향재정비를위해미션 비전 핵심가치

일하는방식을새롭게제정했다. KB

국민카드비전은 최고의인재와담대

한혁신으로가장신뢰받는행복생활파

트너이며임직원은이를지키기위해

일상속에서노력하고있다.

특히 KB다움(일하는 방식) 은 임

직원참여를통해정해진 7가지구호성

문장으로, KB국민카드만의고유한기

업문화가치를담고있다. 직원들이 7

가지KB다움영역에대해서로칭찬을

주고받는 KB다움왕투표를매년실

시하며직급과연령을초월한열린소

통문화를만들고있다.

KB다움캠페인을통해전직원의

KB다움내재화를추진하고있으며고

객 중심과 전문성의 가치를 기반으로

개방형결제플랫폼 KB Pay 와종합

자산관리서비스 리브메이트와같은

혁신금융서비스를출시했다.

PC-off 시스템과 매주 월 수요일

가족사랑의날 운영은주52시간근무

제도입전부터실시해온기본적인근

로시간준수제도다.직원들의유연한

삶을위해월 주 일단위로근무유형

을8 to 5, 9 to 6, 10 to 7중자유롭게변

경할수있는시차출퇴근제도를실시

하고있다. 이밖에의료비보조와더불

어의무실과피트니스센터도운영하며

업무시간내 외의직원건강도케어해

준다. 직장어린이집 운영부터 미취학

자녀보조금,학자금지원까지자녀연

령대에맞는전방위교육도지원한다.

가화만사성 주니어데이와 같은 가

족단위행사를실시하며회사에대한

긍정적인경험을쌓아온점도 일하기

좋은KB국민카드를만들수있었던배

경이다.

KB국민카드는유연한조직문화기

업답게 2020년 코로나19로 가속화된

언택트근무환경을신속하게만들어갔

다.대유행초기부터컨트롤타워인 종

합상황반을운영하고유관부서와협

업해원격근무조건이까다로운금융회

사임에도 불구하고 전 직원 재택근무

시스템을갖췄다.또한임직원가정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기존 가족돌봄

휴가를포함해총 20일로연장운영하

는등작은것하나놓치지않고임직원

과가족의안전을최우선으로하는위

기대응면모를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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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열정 창의 도전차별화된e커머스기업
<KT엠하우스>

케이티엠하우스는 새로운 디지털

거래로주고, 받고, 나누는세상의행

복을키우는기업이라는비전아래정

보기술(IT)기반선물하기 커머스플

랫폼사업을영위하는기업이다.

신규비즈니스모델및수익원창출

을목적으로한사내 신성장혁신동력

공모전은2019년부터반기별로개최

중이다. 제1회공모전당선작인 한정

판 스니커즈 리셀 플랫폼은 2020년

10월 리플(REPLE) 이라는 서비스

로론칭되며실제사업화되기도했다.

임직원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를기반으로한공모전은조직의창의

성을고취시키고사내혁신문화를만

들어나가고있다.

이처럼새로운비즈니스가치를발

굴하고경쟁력을지속강화하기위해

조직원역량을키우는데에집중하고

있다.

케이티엠하우스는 두려움 없이 이

야기할수있는업무환경을위해수평

적이고원활한소통을장려한다.월 1

회 소통미팅과사내소통게시판 엠

하우스온에어를통해회사의주요이

슈사항을공유하고임직원의의견을

듣는다.주기적인오찬및티타임을통

해임원들과직접소통하는자리도마

련돼있다.독서,골프,전시회관람등

다양한동호회활동을통해회사에대

한소속감을높이고있다.

대상

존중 워라밸…130년역사이어온원동력
<지멘스헬시니어스>

독일 지멘스그룹(SIEMENS AG)

에서 2015년에분리돼운영되는글로

벌헬스케어기업, 지멘스헬시니어스

는 130년이상역사를지닌회사로써

MRI, CT등영상진단의료기기와진

단검사의료기기등을개발,판매하며

헬스케어시장에서선도적역할을하

고있다.이렇게지멘스헬시니어스가

오랜기간지속적으로성장할수있었

던배경에는수평적이고상호존중하

는문화,일과삶의건전한균형을이

뤄나가는다양한제도가큰역할을하

고있다는분석이다.

지멘스 헬시니어스는 2018년부터

조직문화를개편하기위해 Upgrad

ing our working culture 프로젝트

를진행했다. 팀장 제도를통해성과

와역량을인정받은직원이라면누구

나팀장이될수있게되었고, 이러한

변화는열린문화와함께전직원이상

호존칭을사용해직급과나이가주는

심리적인거리감을완화시켰다.

임직원들의충분한휴식을위한다

양한 워라밸 제도도운영하고있다.

상한선이없기에장기근속직원은연

간 30일이넘는연차휴가를사용하기

도한다.이외에도유치원부터대학교

까지의학자금을지급하며,직원과배

우자, 자녀의질병또는상해시병원

비를 지급하는 실손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본상/World s Best

지속성장으로꿈꾸는 직원웰빙
<한국로슈진단>

글로벌로슈진단의국내법인인한

국로슈진단(대표 조니 제)은 1990년

에창립돼지난 30년간혈액 체액 조

직검사등을통한질병조기발견, 예

방, 진단, 치료및모니터링을지원하

는대표적진단기업으로성장해왔다.

한국로슈진단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

서 직원과 회사의 동반 성장을 위해

비전 2020 을수립했다.비전 2020은

세가지목표인 배움의환경 열린문

화 지속적인성장을위한세부프로

그램을운영하고있다.

한국로슈진단은 배움의환경을구

축하기위해 2016년부터리더를대상

으로 그로코칭(GrowCoaching) 을

시행해왔다. 또다른비전목표인 열

린문화는다양성과포용성이핵심키

워드다.로슈진단의임직원은 다양성

과포용성주간을운영하고여러프로

그램을진행하고있다.사내는물론글

로벌차원의비대면이벤트를통해모

든임직원이다양성과포용성에관심

을가지고문화와성향이다른동료와

협업하며동시에성장할수있도록도

움을주고있다.

한국로슈진단은 지속적성장을위

해사내문화와업무환경개선을위해

매년1회 아이디어공모전도실시한

다.가장좋은아이디어는전사적으로

실행하는데현재까지매년 3개씩, 총

9개의아이디어가실현됐다.

신뢰경영대상/ 2년연속대상

임직원자부심높이는 열린소통
<메드트로닉코리아>

메드트로닉코리아는 70여 개에 달

하는질환분야에혁신적인의료기기

와장비를통해다양한치료옵션을제

공한다. 선도적인헬스케어기업으로

서환자들의 고통경감,건강회복,생

명연장에이바지하는것에서더나아

가코로나19와맞서는의료진을돕기

위한방호복기부,독거노인및저소득

층가정에도시락및위생키트배달등

사회공헌활동에도앞장서고있다.

2019년대상에이어 2020년신뢰경

영대상을수상했다.높은직원만족도

의배경에는 열린소통이있다.상시

로 좋은직장위원회 등여러창구를

통해직원의견을수렴하고,이는근무

환경개선,사회공헌활동, 복지등여

러 기업 정책에 반영된다. 타운홀 등

리더십과 소통하는 자리에서는 직원

들이자유롭게익명으로질문을올리

고,민감한질문도거르지않고답변하

는질의응답세션을운영하고있다.

올해는팬데믹상황에맞춰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시하여 재택근

무를운영하고,코로나19예방을위해

손소독제,자외선살균기등을포함한

방역패키지를자택으로배송했다.재

택근무가 장기화되면서 계속되는 식

사준비의부담을줄이기위해배달음

식을 주문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

편안하게업무에집중할수있는환경

을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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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 포용성기반 인재우선주의 강화
<EY한영>

EY한영(대표박용근)은 인재가핵

심자산이라는철학을담아기업문화

를설계해나가고있다.EY한영이추구

하는질적성장의핵심은 인재우선주

의다.박용근EY한영대표는취임이

후 EY한영은젊고,수평적이며포용

적인문화를바탕으로역동적인성장

과혁신을지향한다 고강조해왔다.

EY한영은임직원이다양한경험을

하면서경쟁력을높일수있도록본부

간인력교류,해외파견등을실시하고

있다.또한언택트시대에각자의상황

에맞는가장효율적인장소에서근무

를하면서업무에집중할수있는환경

을조성하기위해서EY한영감사본부

는 스마트워크(SmartWork) 제도

를시범운영중이다.

또 EY한영은 EY 뱃지(Badge)

프로그램을통해다양한영역에서EY

임직원의전문성강화를지원하고있

다. EYBadge 는교육,직무경험,내

외부전문가활동을통해직무역량

을인증할수있는 디지털역량인증

제도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속

에서임직원의안전을위해만전을기

했다.2020년상반기임직원을위해마

스크약 5만장을구해배포하기도했

다.이뿐만아니라조금이라도감염우

려가있는임직원의자발적인코로나

19검사를독려하고이에따른임직원

부담을덜어주기위해법인차원에서

검사비용을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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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건강 안전이최우선순위
<케이던스코리아>

케이던스디자인시스템즈는코로나

19로인한글로벌팬데믹상황에서직

원들의건강과안전을최우선으로해

지난해2월부터리더십대응팀을결성

하고 행동요령(Action Protocol)을

마련했다. 전사적으로재택근무적극

권장,업무상필요한마스크 손소독제

제공,즉각적인코로나19상황공유및

코로나19상황보드등을운영해직원

들이최대한안전한환경에서효율적

으로일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연속되는 재택근무로 오히려 일과

가족돌봄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있는직원들을위해케이던스휴무

일(Cadence Global Holiday)을 연

중수차례지정해직원들이심리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전 직원 영상회의, 버추얼 팀빌딩,

온라인세미나등다양한비대면활동

을마련해직원들과건강한언택트만

남을지속하고있다. 재택근무환경에

서입사한직원들을위해영상세미나

를통해서로만나고소통하는장을마

련하고,재택근무로인해함께지내는

시간이늘어난직원가족을위해가족

재충전 프로그램(Family Recharge

Program)을기획해 Stay Healthy

스낵박스배송,가족쿠키만들기클래

스, 마음챙김힐링클래스, 문화체험

의날등을직원가족과함께온라인상

에서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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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재미와성장하는즐거움이있는행복한회사
<고운세상코스메틱>

고운세상코스메틱은 피부과학이만든바른

화장품을철학으로2003년더마코스메틱브랜

드닥터지(Dr.G)를론칭했다. 지난 18년동안

국내및해외에서도지속적인성장세를이어오

고있으며,국내대표더마코스메틱브랜드로서

그가치를인정받고있다.특히작년에는사세가

확장함에따라직원들의업무환경과질을높이

고자본사사무실을확장이전하기도했다.

닥터지는 일하는재미와성장하는즐거움이

있는행복한회사라는인사철학아래직원들

의도전과성장을위해다양한복지제도를실천

하고있다.

먼저닥터지의가장큰장점은직원들의워라

밸(Work&Balance,일과삶의균형)독려를

위한 유연한근무환경이다.닥터지가실시하

고있는유연근무제는직원들이자율적으로출

퇴근하며업무효율성을높이고자도입된제도

로,코어타임근무시간(오전 10시~오후 4시)

에집중해서일하면나머지시간은총근무시간

에서자율적인업무계획과출퇴근이가능한제

도다. 또수평적분위기에서소통할수있도록

직급과존칭을생략한 영문호칭 제도를도입

해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닥터지는 임산부

직원을배려하기위한문화조성에도힘쓰고있

다. 임신기간내근로시간을 2시간단축해근

무할수있도록지원하며,이들을위한 임산부

키트도제공한다. 또직계가족을위한건강검

진지원,자녀입학축하지원금등도제공한다.

닥터지는작년한해코로나19에도불구하고

호실적을달성한직원들을위해 11일간의특별

휴가와 격려금 지급은 물론, 최신 스타일러를

한대씩선물해화제가되기도했다.코로나19

확진자급증으로인해정부가사회적거리두기

3단계격상을고심할때자발적으로셧다운에

동참하고, 직원들의 워라밸을 독려하기 위해

11일간전사휴무를결정한것.초과이익성과

급(PS)과는별도로코로나19극복특별격려금

과함께직원및가족들의건강과위생을위해

각가정에LG스타일러최신모델을한대씩선

물로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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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송전문가로동기부여<DHL코리아>

DHL코리아모든전략의중심은 동

기부여된직원이다.동기부여된직원

은탁월한서비스품질을통해고객충

성도를높이고, 비즈니스의성공을이

끄는 핵심 주체이기 때문이다. 특히

DHL이지난10년간운영하고있는사

내 교육 프로그램 국제 특송 전문가

(Certified International Specialist

) 인증과정은구성원이우수한역량

을발휘할수있도록동기부여하는대

표적인 교육 훈련 제도다. 전 직원은

국제특송전문가프로그램을통해기

업전략의원칙, 국제운송규제와절

차, 화물보안등세계적인수준의교

육과정을이수하고있다.인재육성에

대한지속적인투자는최상의고객서

비스와비즈니스성과로연결되고있

으며,이러한노력을인정받아최근고

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

기업부 교육부가 주최하는 2020 인

적자원개발우수기업 인증을취득하

기도했다.

GWP 2020년GWP혁신리더

한국스트라이커 이형선차장

메드트로닉코리아 이선영상무

㈜대웅제약 함보름파트장

DHL코리아 전용균본부장

케이던스디자인시스템즈 2020케이던스하모니

한화생명 최윤정대리

㈜앤비젼 박종만 부장

㈜가시 박상하과장

제너럴밀스코리아 신유진이사

애터미㈜ 최윤혁팀장

지멘스헬시니어스㈜ 문동균상무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박종민부연구위원

DISCOHI-TEC KOREA

Corporation
김혜은계장

HK inno.N 김유숙팀장

㈜케이티엠하우스 김나영대리

㈜고운세상코스메틱 김미혜팀장

와이즈와이어즈㈜ 홍구표팀장

한국로슈진단㈜ 이지숙본부장

㈜박스터 임광혁부사장

헨켈코리아 김은미대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인재경영실

철인그룹㈜ 최우용대표

대한민국GWP혁신리더상

메드트로닉코리아
이선영상무

㈜대웅제약
함보름파트장

DHL코리아
전용균본부장

케이던스디자인시스템즈
2020케이던스하모니

한국스트라이커
이형선차장

㈜가시
박상하과장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박종민부연구위원

애터미㈜
최윤혁팀장

DISCOHI-TEC KOREACorporation
김혜은계장

HK inno.N
김유숙팀장

한화생명
최윤정대리

㈜앤비젼
박종만 부장

제너럴밀스코리아
신유진이사

지멘스헬시니어스㈜
문동균상무

㈜케이티엠하우스
김나영대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인재경영실

철인그룹㈜
최우용대표

㈜박스터
임광혁부사장

한국로슈진단㈜
이지숙본부장

와이즈와이어즈㈜
홍구표팀장

㈜고운세상코스메틱
김미혜팀장

헨켈코리아
김은미대리

GPTW(GreatPlace toWork)코리아시상위원회는

매년대한민국일터구성원들을대표해뛰어난업무성

과와현장에서일하기좋은기업(GWP)경영을선도한

직장인을 선별해 GWP 혁신리더로 선정해 시상한다.

GWP혁신리더는GWP사내전문가로서GWP기획과

운영등GWP의전반적인업무를총괄한다.GWP혁신

리더상은대한민국일하기좋은 100대기업선정사무

국에서직접선정하거나해당기업의임직원이추천하

고,이를선정위원회에서평가해최종선정한다.

올해대한민국GWP혁신리더로는이형선한국스트

라이커차장,이선영메드트로닉코리아상무,함보름대

웅제약파트장,전용균DHL코리아본부장,케이던스디

자인시스템즈의 2020케이던스하모니 ,최윤정한화생

명대리,박종만앤비젼부장,박상하가시과장,신유진

제너럴밀스코리아이사,최윤혁애터미팀장,문동균지

멘스헬시니어스상무,박종민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부연구위원,김혜은DISCO HI-TEC KOREA계장,김

유숙HK inno.N팀장,김나영케이티엠하우스대리,김

미혜고운세상코스메틱팀장, 홍구표와이즈와이어즈

팀장,이지숙한국로슈진단본부장,임광혁박스터부사

장,김은미헨켈코리아대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인

재경영실,최우용철인그룹대표등총 20명과 2개팀이

선정됐다.

일하기좋은일터는GWP혁신리더들의높은사명감

과무한헌신에서만들어진다.

역동적이고행복한일터지향

여성워킹맘이일하기좋은기업대상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특구재단)

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준정부

기관으로서 연구개발특구 산 학 연

관혁신주체의연구성과를활용한과

학기술혁신을통해양질의일자리를

창출하는기술사업화전문기관이다.

조직의성장과혁신에있어서특구

재단은두가지목표를지향한다. 일

잘하는역동적조직 일하기좋은행

복한조직이그것이다.

직원들의일 가정양립을위해탄력

근무제와 재택근무제를 도입 운영해

56%넘는직원이활용하고있으며,신

입직원온보딩프로그램,부서간교류

회, 동호회활동지원등소통의조직

문화구축을위한조직활성화프로그

램을매년기획 운영해수평적이고열

린조직문화를위해노력하고있다.또

한차세대여성직원리더십집체교육

과개인별교육을지원하고,주요기획

부서에여성인력배치를확대하는등

다각적노력을기울이고있다.

본상

다양성 포용으로 워라밸 추구
<박스터>

박스터는글로벌헬스케어기업박

스터 인터내셔널(Baxter Interna

tional Inc.)의한국법인이다.전세계

병원입원실, 수술실, 중환자실, 투석

센터그리고가정에서매일환자수백

만명이박스터의혁신적인제품으로

치료를받고있다.

박스터는 인재들이 자신의 잠재력

과가능성을펼치며회사와함께성장

할수있는일터를만들기위해다양한

제도와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

다. 그중박스터의 워라밸 프로그램

은직원들만족도와활용도가높은프

로그램중하나다.박스터는2012년부

터유연근무제및탄력적근로시간제,

집중근무제,재택근무제도등을적극

적으로시행해왔다.

코로나19가발생한지난해1월말부

터박스터는직원들안전을최우선으

로재택근무를시행하고있으며,현재

까지도대다수직원이재택근무를유

지하고있다.

3년연속대상

동료와성장할수있는일류기업
<앤비젼>

앤비젼(대표 김덕표)은 3년 연속

대한민국일하기좋은100대기업 대

상에선정되는쾌거를이뤘다.앤비젼

은인간의눈을대신해인지하고판단

하는머신비전솔루션을제공하는비

전솔루션전문기업으로핵심제품과

엔지니어링컨설팅,기술지원서비스

를지원하고있다.

고객과협력사,그리고사회에이바

지하기 위함으로 앤비젼에서는 업무

에있어Agile&eXponential프로세

스를구축하여혁신적인조직을운영

하고있다.이는거시적인목표수립부

터세부실행에이르기까지업무전과

정을구성원들이책임감을갖고주도

해나가는것이특징이다.

또한 앤비젼에서는 모든 구성원들

이 각자 맡은 업무에 잠재력을 최대

한 발휘할 수 있도록 Catalytic

Coaching, 액션러닝 등의 제도를 활

용해 구성원의 성장 역시 적극 지원

하고있다.

대상

근본적 체질개선으로탈바꿈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대표 박

귀찬)은국내유일의과기인재경력개

발및재교육전문기관이다.경력개발

종합지원 플랫폼 K-클럽을 운영하

고 있으며, 2020년부터 과학기술 전

문인력육성 지원사업 관리 기관으

로과학기술정책전문가육성을주도

하고있다.

평균37세젊은밀레니얼세대가주

된구성원인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KIRD)은 직원 30% 이상이 여성이

다. 지난3년간20개시책을마련해직

원들의워라밸을꾸준히권장해왔다.

워라밸시책중자녀와함께업무를볼

수있는 패밀리오피스 ,직원휴게 편

의시설인 힐링플레이스 구축,시차출

퇴근제시행,여성연구원지원제도같

은프로그램이있다. 단순한 현상대

응에서그치는것이아니라근본적인

체질개선을통해직원스스로가조직

에몰입할수있는 KIRD형일하기좋

은직장을구현하는것이특징이다.

대한민국일하기좋은기업인증

억대연봉인재양성으로 윈윈
<철인그룹>

철인그룹은연봉1억원을받는인재

100명이상을양성하는것이회사비

전이다.인재를소중하게생각하고인

재가돈을벌게도와주면회사가성장

할수있다는믿음을가지고운영하고

있다.그러다보니중요하게여기는포

인트는자발적으로일하는자발성,상

생의 마인드, 애자일과 즐겁게 일하

기, 회사의지원을중요하게생각하고

있다.

회사는직원들이어떻게하면일을

잘할수있을까,어떻게해야효율적으

로성과를낼수있을까고민하고, 무

엇을도와주고풀어줘야할지고민하

고있다.

이러한회사의노력과직원의자발

성,애자일문화가바탕이돼 2020년1

억원이상연봉을받는직원이총직원

수대비60%가나올수있게됐으며직

원들은 더 즐겁게, 더 열심히 일하게

되는상황이됐으며그결과회사는폭

발적인매출성장을달성하고있다.

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