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차 산업혁명과 

     의 대응 



제1차 산업혁명(18C) 

증기기관 발명 
기계를 통한 생산 시작 

근면·성실·노력형  ‘대량 인력’ (HR1.0) 



제2차 산업혁명(19~20C初) 

전기발명  
과학적 관리법(Taylorism) 

대량생산 가능 

전문능력을 갖춘 ‘유능 인재’(HR2.0) 



제3차 산업혁명(20C初~) 

컴퓨터, 인터넷, IT 
생산시스템의 자동화 

혁신·창의 역량 ‘핵심 인재’(HR3.0) 



제4차 산업혁명 
초연결 · 초지능 시대 

AI, IOT, Big-data 등 

 Platform과 network을  통해 업무가 진행  

전통적인 산업과 제품의 경계가 없음 



AI 자율주행 Mixed Reality Smart home 

주요 KEY WORD 



이것저것 조금씩 잘하는 

팔방미인형 
본연의 전문성+다양한 분야 이해 

지적 겸손함 +학습/사고력 

융합형 인재 



레오나르도 다빈치 
대표적 융합형 인재 

화가이자 조각가, 발명가  

건축가, 기술자, 해부학자  

식물학자, 천문학자, 지리학자 



구글 채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높은 성과를 올릴 입사자의 특성 추출 

 빠른 학습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 

학점/스펙 X, 실제 현실에서 
여러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왔는가 

 창발적 리더십(Emergent Leadership) 

형식적 위계X, “나”보다 “우리”,  
올바른 결과 도출을 도와주는 리더 

즐겁게 일하기, 오픈 마인드, 불확실/모호
함을 
편안하게 느끼기 

세분화된 전문성 보다는 분야 전반을 
온전히 이해하는 사람 우선시 

 구글다움(Googleyness) 

 역할 관련 전문성 



3, 4년차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고성과-저성과 집단 간 차이를 분석 

 학력/학점 

 영어점수 

 어학연수 

 인턴경험 

VS < 
 창의성 

 문제해결능력 

 도전적/적극적 태도 



출처: 맥킨지 리더십 센터 

앞으로의 리더상 

구성원 능력 극대화를 위한 
조력자(코치) 

 변화에서 기회 포착 
 유연하고 빠른 의사결정 

 융합의 시대,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 및 교류 

  

 혁신적 접근으로 새로운 판을 짬 

지금까지의 리더상 

경험에 근거한 방향제시 
강력한 추진력 

효율성 극대화를 통한 성장 

일부 계층/분야 내 
제한적 네트워킹 

권위를 바탕으로 지휘 



『2017년 다보스 포럼의 주제』 ‘소통과 책임의 리더십’ 

         -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인한 복잡성과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리더십 

"수직적인 의사결정 구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개별 분야에서 발전이 

아니라 광범위한 협업이 성공의 필수 요소가 됐습니다. 수평적인 시각에서 시스템 

전체를 볼 수 있는 '시스템 리더십'이 핵심어가 될 것입니다.“ 

         - 클라우스 슈바프 세계경제포럼회장  

“융합·창의·상생을 창출할 수 있는 수평적 조직문화를 이끄는 ‘수평적 리더십’이 핵심과제” 

- 손욱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센터장 



통화사업기반의 

통신사업자 

  5G NW기술 

 ICT 기술 
AI  IoT Big Data  Cloud 

지능형 네트워크 기반의 

플랫폼사업자 





 사전 :  문제 정의 사전 학습 

 1~2일 차 : 관련부서 끝장 토론  

 2일 차 후반 : 스폰서 임원 피드백&의사결정 

 사후 : 실행 / 모니터링 

소통과 협업 빠른 의사결정 철저한 실행 



기능형 조직 

• 팀 단위로 세분화된 기능/R&R 

중심의 경직된 조직운영 

프로젝트형 조직 

• 새로운 융/복합 사업에 대한 

신속 하고 유연한 업무 수행이 가능 



명문대학/학력 

대기업/정규직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나만의 강점을 키우자! 
좋아하는 것을 찾아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이노베이터가 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