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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 확보를 위해 투자하라

노동 공급 병목 현상이 더 많은 커리어의 변화로 이어지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이가 직장에서 해고되면서, 전 세계
수억 명이 노동시장에서 벗어나 경제 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다. 경제가 점차 회

Perspectives

여, 산업, 지역 등 세분화 영역에 따라 다른 대처법을 필요로 한다. 힘겨운 한 해를 보내
야 했던 수많은 근로자가 현재 자신의 직장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고 있다. 이들은 회
사가 근로자를 더 인정해주고 유연해지기를 요구하는 동시에 다양성, 환경 등 이들
이 중요히 여기는 문제에 대해 비슷한 가치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

보고서 핵심 내용
인재 확보 및 유지를 위해 투자하라
더 큰 보상을 원하는 근로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기업들은 기존 직원과의 관계
를 공고화(re-recruitment)하는 동시에 새로운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직원 가치
제안(employee value proposition, EVP)의 개선을 중점으로 삼고 인재 관리에
투자해야 한다. 기업은 근무 모델을 유연한 방향으로 혁신하고, 연결성을 제공하는
디지털 툴을 수용하며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DEI)을 새롭게 정의하여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직원들이 커리어에서 잠
재력을 펼칠 수 있도록 투자해야 한다.

출처: BCG 분석 및 경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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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G

복됨에 따라 고용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 공급 병목 현상으로 이어져 급

1

채용 트렌드

인재 확보를 위한 투자
1

현재 전 세계 노동시장 참여도는 평균 대비 3%p 낮은 수치로1, 이는 인재 풀이 더 작아지는 결과를 낳는다.

2

노동 공급보다 수요가 커지면서, 고용 시장의 빠른 회복이 노동 공급 병목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3

팬데믹 기간에 축소된 직원 복지 혜택으로 인해 근로자의 56%가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

4

근로자들은 이제 보상과 유연성을 가장 중요한 업무 환경 요소로 꼽는다.2

5

만약 회사가 환경 또는 다양성 문제에 대해 자신과 동일한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50% 이상의 근로자가
채용 제안을 거절하겠다고 밝혔다.3

기업은 직원 가치 제안(EVP)의 개선에 투자하면서 기존의 직원과의 관계를 더욱더 다지고 새로운 인재를
유치해야 한다.

2

리더가
명심해야 할
시사점

1

특정 직무에 맞게 기존 직원들과 유연한 근무 모델을 수립한다.

2

고위 경영진부터 실무자에 이르기까지 연결성 및 협업을 지원하는 디지털 툴을 수용한다.

3

직원들의 커리어 전반에서 다양한 정체성을 지지할 수 있도록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DEI) 역량 구축에 투자
한다.

1 국제 노동 기구, 2020~2021년과 2000~2019년 수치를 비교한 결과; 2 BCG/미래 포럼 백서; 3 BCG Decoding Global Talent (2021)
출처: ILO, 미래 포럼, BCG 분석 및 경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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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고용

예시 데이터

전 세계 트렌드

실직

1

재교육

유연한 모델

사회적 영향

36%

56%

68%

76%

70%

전 세계 근로자의 36%
가 코로나19 팬데믹으
로 인해 정리해고 되거
나 근무 시간을 강제로
줄여야 했다.

근로자의 56%는 내년
중에 이직처를 찾아볼
의사가 있으며, 20%는
이미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1

근로자의 68%는 직무
분야를 완전히 바꾸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배
울 의향이 있다.

근로자의 76%는 자신
이 다니는 직장의 유연
성이 더 높아지기를 바
란다.1

근로자의 70%는 일자
리를 구할 때 기업이
지닌 다양성이나 기후
관련 가치관을 중요한
고려 요소로 판단하게
되었다.

영국

호주

필리핀

독일

중국

프랑스

미국

일본

55%
23%

63%
54%

77%
50%

79%

N/A

73%

지식 근로자 설문에 기반함
출처: 사라진 일자리, 재교육, 사회적 영향에 대한 BCG Decoding Global Talent (2021), 2021년 4월 26일~5월 6일 실시한 미래 포럼 펄스 설문조사(대상자 수 = 10,541명 / 미국, 호주,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의 지식 근로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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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해의 여파로 전 세계 노동 시장의 흐름은 완전히 변했다

전 세계 노동시장 참여도는 평균 대비 3%p 낮은 수치로,
이는 인재 풀이 더 작아지는 결과를 낳는다
팬데믹 기간 전 세계 노동시장 참여도1가 하락했다

미국의 경우, 중기 경력자의 노동시장 참여도가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2018년 6월 기준 노동시장 참여도 변화(%p)

~200만 명
3

경력 중기2

경력 말기2

경력 초기2

0

62%

59%
-3

2000~2019년
평균 노동시장 참여도

2020~2021년
평균 노동시장 참여도

지난해 팬데믹의 충격으로 전 세계 근로자들은 자신의 일이 지닌 가치
에 대해 다시금 고민하게 되었으며, 일부 근로자들은 더 높은 임금이나
개선된 업무 환경을 기다리는 상황에 이르렀다.

2019

2020

2021

가중된 육아 부담으로 중기 경력자, 특히 이른바 ‘워킹맘’들이
타격을 입고 있다.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으로 말기 경력자 및 육체 노동자 혹은
서비스직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
정부의 실업 지원 정책은 특히 초기 경력자와 저임금 근로자의
노동 시장 참여도를 낮춘다.

1

실제 일을 하거나 구직활동을 함으로써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생산가능인구 비율; 2 데이터가 5년 단위로 제공됨에 따라, 대표 그룹은 25~29세 초기 경력자, 35~39세 중기 경력자, 60~64세 말기 경력자로 나뉨
출처: 국제 노동기구, BCG/BHI, BLS, NBER, BCG 거시경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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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노동력의 공급보다 수요가 커지면서,
고용 시장의 빠른 회복이 노동 공급 병목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의 경우, 채용 시장이 회복되면서 팬데믹으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시작했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이 인재 충원에 힘쓰고 있으며,
직원 채용 및 유지 방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1년 5월 기준 월간 채용 건수(백만)
10

채용 미국 기업들은 이전에는 계약금을 제공하지 않던 저임금 일자리
(가사도우미, 운송업자, 패스트푸드점 직원 등)에도 계약금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인재 유지 유럽 은행 및 고임금 산업 고용주들은 규제 당국과 협력하

5

여 인센티브 풀을 확대했다.

외국인 근로자 싱가포르와 호주 정부는 국경을 다시 열고 숙련된 외
0

2017

2018

2019

2020

2021

국인 근로자의 유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두 국가의 노
동시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비율은 30% 이상을 차지한다).

노동 공급 병목 현상
고용률의 회복이 노동 공급률의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노동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을 때까지는 병목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회
복 정도는 세분화 영역/지역별로 달라질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저임금 일자리1 임금 인상률(4.4%)이 고임금 일자리1(2.9%)보다 더 빨
리 상승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저임금 산업에서 병목 현상이 더 심하리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1 2021년 6월 1일 기준, 1분기 임금 대비 4분기 임금의 월평균 상승률을 12개월 변화 평균치로 계산하여 기록함
출처: BLS, BHI 거시경제센터,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 언론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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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팬데믹 기간에 축소된 직원 복지 혜택으로 인해
근로자의 56%가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 해 직원 복지 혜택이 축소되었다

23%

36%
복지 확대

41%

이로 인해 근로자의 이직 희망률이 상승했다

41%의 근로자가 복지 혜택
축소를 실감한 반면, 복지 혜
택 확대를 경험한 근로자는
23%에 불과하다.

육체 노동자 및 서비스직 종사자, 관리자급 미만의
실무자 급에서 가장 큰 폭의 혜택 축소를 보였다.

변화 없음

복지 축소

출처: 2020년 12월 기준 BCG/더 네트워크 웹 설문조사 및 분석(대상자 = 209,807명) 내 복지 부문, 2021년 4월 26일~5월 6일 실시한 미래 포럼 펄스 설문조
사 내 이직 현황 데이터(대상자 수 = 10,541명 / 미국, 호주,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의 지식 근로자 대상)

지난 한 해가 지난 뒤

56%
56%의 지식 근로자가 내년에 이직을 고려
할 의향이 있고, 20%는 이미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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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4

2021년 5월 기준, 미래 포럼1 연구 결과에 따른 중요 업무 환경 요소 순위

1

보상(임금, 혜택, 인정)

2

유연성

3

동료와의 관계

4

업무량

5

관리자와의 관계

6

일의 자율성

7

일과 가치의 일치 여부

8

향후 커리어 발전 기회

9

직업 개발 기회

10

회사의 방향성

1 미래

포럼 컨소시엄은 슬랙(Slack)에서 설립하였으며 BCG, 허먼 밀러(Herman Miller), MLT가 주도하고 있음
출처: 2021년 4월 26일~5월 6일 실시한 미래 포럼 펄스 설문조사(대상자 수 = 10,541명 / 미국, 호주,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의 지식 근로자 대상).

팬데믹 기간에는 금전적 보상
이나 인정과 같은 단기적인
혜택이 중요해졌다.

팬데믹 기간에도 ‘관계’는

근로자들은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유연성 향상을
요구하고 있다
92% 는 근무 시간에

76% 는 근무 장소에

최우선 요소로 유지되고 있다.
일부 근로자들은 생활비가
더 낮은 국내 지역이나 해외
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할 수
있기에 원격 근무가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유연한 근무 모델은 원격 임
시 근로자(긱 워커, gig
worker)의 고용률을 높일
수 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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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은 이제 보상과 유연성을 가장 중요한 업무 환경 요소로 꼽는다

만약 회사가 환경 또는 다양성 문제에 대해 자신과 동일한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근로자의 50% 이상이 채용 제안을 거절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주의 가치가 근로자의 개인적 신념과 맞지 않는다면1,
이들은 채용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10명 중 7명
52%

51%
은 지난 2년 간 구직활동 과정에서
다양성 및 기후 문제를 중요하게 고
려했다2고 답했다.

52%는 환경적 책임에 대해 자신의
신념과 맞지 않는 기업을 고려하지 않
을 것이라고 답했).

1 “자신의
2 “환경적

51%는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DEI)
에 대해 자신의 신념과 맞지 않는 기업
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환경적 책임/다양성 및 포용성 신념과 맞지 않는 가치를 가진 회사는 배제하겠다”에 동의한 응답자
책임/다양성 및 포용성 문제가 지난 한 해 자신에게 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에 동의한 응답자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낮은 응답자들이
고연령에 비해 환경 및 DEI에 있어 자
신과 동일한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는 회
사를 배제할 의향이 더 큰 것3으로 나타
났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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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업은 직원 가치 제안(EVP)의 개선에 투자하면서
기존 직원과의 관계를 더 공고히 하고 새로운 인재를 유치해야 한다
전 세계 노동시장이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들은 먼저 기존 직원에 집중하는 것을 시작으로
직원 가치 제안(EVP)을 개선해야 한다
임금 인상은 다섯 가지 EVP 항목 중 가장 즉각적이고 중요한 요소지만,
그 다음으로 문화, 근무 모델, 사람이 고려되어야 한다

1

보상

2

문화

보상, 혜택, 업무에 대한 인정

성장과 (원격) 발전에 중점을 둔
협업 환경

출처: BCG 분석 및 경험 사례.

3

근무 모델

4

사람

근무 시간 및 장소 유연성, 워라밸,
업무 공간

5

목적
회사의 명성, 가치, 업무 유형,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점

팀의 다양성 및 동료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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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가치 제안(employee value proposition, EVP)

2

특정 직무에 맞게 기존 직원들과 유연한 근무 모델을 수립한다

85%

85%의 응답자가 인재 관리 설문
조사에서 기존 직원들의 요구 및 기
대사항을 해결하는 것이 인재 확보
경쟁의 핵심 성공 요인이라고 말
했다.

직원들과 함께 근무 모델을 구축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
•

사례

새로운 모델이 실행되면 내부 합의가
쉬워진다.
특정 직무와 기능에서 오는 인풋을 활
용한 개인화가 가능하다.

한 소프트웨어 회사는 팀 전체
의 동의 하에 ‘팀 협업 집중 시
간’을 설정해 유연근무제를 채
택했고 그 외 시간은 자유롭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했다.

반복적인 과정

기업들은 기존 직원들의 인풋을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과정을 통해
유연한 인재 모델을 개발하고 실행해야 한다

1

2

3

운영 과정 사례

고위 경영진 차원에서 유연한
근무 모델을 최우선순위로 공
공연히 발표하고, 개발 과정에
서 모든 직원의 의견이 수렴될
것임을 밝힌다.

조직의 리더들은 유연한 근무
이니셔티브와 관련한 아이디어
를 정리해, 실현 가능성을 확인
하고 실무자로부터 하이브리드
협업, 유연한 근무 시간 등 이니
셔티브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
어야 한다.

소규모 팀을 대상으로 효과를
실험하고 측정하는 형태로 유
연한 근무 이니셔티브를 위한
사전 테스트를 진행한다.

한 기술 회사는 근무 지역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이니
셔티브를 세우는 등 직원들과
함께 하는 공동 개발 과정을
통해 잠재적으로 더 큰 인재
풀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출처: BCG 아티클 Creating People Advantage (2021), BCG 경험 사례.

4
관리자와 팀 전체의 피드백을 받는다.
테스트를 반복하거나 다른 이니셔티브
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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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과 함께
근무 모델 정의

2.1

고위 경영진부터 실무자에 이르기까지 연결성 및 협업을 지원하는
디지털 툴을 수용한다
리더들은 더 많은 원격/하이브리드 협업의 등장이 만들어내는 관계성을 다시 생각하여
잠재력이 발휘되고 강력한 인재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상 연결성 구축

1

2

관리자 및 리더를 대상으로 디지털 툴을
교육하고, 온라인 공감 경험 등 원격/하
이브리드 세상으로 이끄는 방법에 관한
리소스를 제공한다.

협업이 필요한 활동을 위해 팀원들이 실제
로 대면하는 시간을 설정하고, 나머지 활동
은 원격 방식을 활용하도록 한다.

3

4

관리자가 일상에서 디지털 툴을 활용하여
테스트하고 실력을 쌓아가고 있음을 확인
한다. (가상 교육 플랫폼, 캐주얼한 커리어
대화 연결, 트렐로(Trello)와 같은 비동기
식 업무 툴 등)
새로운 모델이 생산성, 혁신, 만족도를
모두 유지하고 있을 때 성공 측정 기준을
추적하고 성공에 대한 보상을 내린다.

디지털 미래

강력한 디지털 툴은 미래의 디지털 기술에 매우 중요하다

41%

41%는 기술이 자신의
업무를 상당히 방해할 것
이라 믿는다

새로운 근무 방식을 유지
하기 위해 리더십, 사내 문
화의 변화와 함께 디지털
툴을 적용해야 한다.

사례
한 대형 보험사에서 관리자가
가상 팀 세션으로 영업 상담을
하면서, 개인 채팅으로에이전
트들이 서로를 격려하거나 제
안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
다. 팀 리더들은 팀 채팅방에
서 별도의 대화를 생성해 비공
개로 실시간 피드백을 줄 수
있다.

기술이 점차 발달함에 따라 리더들은 디지털 툴에 관한 자신과 팀의 역량을 함양
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여 디지털 인재가 갖춰진 미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팀의
잠재력을 발휘해야 한다. 외부 디지털 인재를 채용해 연결성을 유지한다.

출처: BCG/미래 포럼 백서, BCG Decoding Global Talent (2021), BCG 경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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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직원들의 커리어 전반에서 다양한 정체성을 지지할 수 있도록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DEI) 역량 구축에 투자한다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DEI) 리더들은 단순한 세분화를 넘
어 프로그램을 발전시켜왔다. 이들은 DEI를 개발해야 할 또 하나의 역량으로 간주하여 사내 프로세
스와 이니셔티브에 DEI를 통합해왔다.

다양성과 포용성을 위한 맞춤화

DEI 측면에서 변화하기 위해 기업이 실시해야 할 3단계

1

2

3

DEI가 왜 이점을 가지며,
왜 하나의 역량으로서 개발되어야
하는지 이유를 재정의한다

직원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세분화할지 재설정하고
이들의 커리어 전반에 적용한다

데이터 기반의 실용적인 방식으로
오퍼링을 어떻게 개인화할 지
새롭게 고안한다

인재 확보 및 유지는 기업의 주요 차별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DEI를
하나의 전략적 역량으로 보고 접근할 수
있다.

직장 내 경험을 형성하는 직원들의
다양한 정체성과 진화하는 업무, 삶
의 배경 등을 고려한다. (노부모를 둔
외동 직원, 경력 전환 직원 등)

DEI 이니셔티브의 주요 이점을 직원들의
개인적인 발전과 효과적인 협업 지원에
두고 재구성해야 한다.

직원의 정체성과 배경 사이의 중요한
교차점 기저에 깔린 니즈를 포괄적으
로 이해한다. 이 지점에서 고용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근로자의 1/3은 50가지 공통 DEI 이니
셔티브 중 그 어떤 것도 효과적이지 않다
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직원들의 요구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이니셔티브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할 필
요성을 보여준다.

출처: BCG 아티클 It's Time to Reimagine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2021).

DEI 사례
한 F&B 기업은 다양성 멘토링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다양한
리더들이 참여 및 준비할 수 있
도록 결과를 측정하는 조직 문
화 혁신 및 다양성 개선 파이프
라인을 구축했다.

한 서비스 기업은 코로나19 팬
데믹 기간에 늘어난 책임과 필
요성을 지원하기 위해, 인재 지
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간병
서비스의 폭을 넓혀 간병인 서
비스 지원을 확장했다.

모든 유형의 인재 조직에서 나타날 수 있
는 다양한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단기적
인 전략과 이점을 넘어 지속적인 인재 지
원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이니셔티브를 개발한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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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전 세계 기업들이 인재 모델을 재고하면서 노동시장이 직면한 어려움에 맞서고 있다
2021년 7월 15일 기준

세계적으로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
다. 일자리는 수백만 개가 있지만 지원자는
부족하다.
June 13, 2021

주 4일제, 아이슬란드에서 엄청난 성공을
이루다.

July 1, 2021

이전에는 특혜가 없던 직무에 기업이 이제는
인센티브를 제안한다.

July 6, 2021

사무실 출근이 재개되면서 팬데믹 동안 디지
털 노마드로 지낸 직원들이 회사로 돌아가는
것의 이점을 재고 있다.

July 8, 2021

서비스직 종사자의 50% 이상은 어떤 이유
로든 이전 직장으로 돌아갈 의향이 없다.

June 2, 2021

CEO의 급여와 다양성 목표 사이의 관련성
이 커져 가고 있다.

June 17, 2021

팬데믹과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EU 근로자
의 공백을 마주하기 시작했다.

July 13, 2021

하이브리드 업무 방식: 오늘날 사무실은
어떤 모습일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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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9, 2021

출처: BCG

Decoding Global
Talent, Onsite and
Virtual

Creating People
Advantage 2021

Future Forum:
Investing in a Flexible,
Inclusive, and
Connected Workforce

Decoding Global Ways
of Working

It’s Time to
Reimagine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Amplified Calls for
Racial Equity Need
Amplified Responses

Decoding Global
Reskilling and
Career Paths

Building the OnDemand Workforce

I Want to Work but I
Don’t Want a Job:
Why Flex Jobs Are
Next Big Thing for the
Future of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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