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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겁게 일하는 일터 함께 만들어 갑시다’, ‘마

음으로 소통합시다’ LIG넥스원 대표이사의 5

가지 다짐 중에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내용이

다. LIG넥스원은 대표이사부터 조직문화와 소

통의 중요성을 늘 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HR부서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최근 국내 대부분 기업의 화두는 MZ(Mille-

nnial + Z)세대와의 소통이라고 할 수 있다. 전

사 인원 기준으로 57% 정도가 MZ세대에 해

당하는 LIG넥스원도 그만큼 MZ세대와의 소

통이 중요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공정’이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며 ‘일

과 삶의 조화’ 속에서 꾸준하게 성장하고 싶

어 하는 그들을 이해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

대 회사의 발전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MZ세

대 직원이 경영진(대표이사 및 부문장)을 코칭

하는 리버스 멘토링(Reverse Mentoring) 프

로그램을 실시하게 되었다.

대내외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New 

Normal) 정립, 세대변화 가속화에 따른 새로

운 관점의 리더십 함양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국

방·민수(民需)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이 가속화됨에 따라 방산

업계도 뉴노멀 시대에 부합하는 소통채널과 

리더십 확보가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

다. 이에 젊고 새로운(Young & New) 리더십 

확보 차원에서 경영진과 임원 대상 리버스 멘

토링을 시도한 것이다.

또한 MZ세대와 베이비부머 세대간의 소통

을 통해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세대간 

갈등의 완충 역할을 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

다. 임원-직원 간의 역할변경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증대하고, 직원들에게는 

셀프 리더십 함양의 기회 또한 제공하고자 하

였다. 작년부터는 자율과 책임의 문화를 조성

하고, 셀프 리더십 함양을 위해 월 1회 Leader 

Free Day도 같은 취지로 운영하고 있다.

소통과 육성의 두 가지 목적 달성 

‘소통과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

한 프로그램을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고민

을 해오던 HR부서에서 제도에 대한 아이디어

를 제시하고, 멘토링 대상 경영진들과의 1대1 

소통을 통해 도입을 확정하였다. 

프로그램의 취지를 설명하고 경영진의 참

여의지를 확인한 이후 멘티는 공개 모집하였

다. 이때 새로운 제도시행 시 의미를 중요하게 

여기는 MZ세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MZ세대의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재미있고 친근감 있는 포스터를 제작하

여 홍보하였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리버스 

易地思之 세대공감의 시작, 

Reverse Mentoring

LIG넥스원은 MZ세대와의 소통을 위하여

‘소통과 육성’의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는

리버스 멘토링을 기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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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G넥스원

•설립 ｜ 1976년 설립

•업종 ｜ 유도탄, 유도무기, 레이더 등을 개발, 

 양산하는 종합방위산업체 

•매출액 ｜ 약 1조 6천억원(2020년 기준) 

•종업원수 ｜ 약 3,100여명

•비전 ｜ Challenging, Safe & Convenient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를 디자인하는 

 첨단 기술기업

LIG넥스원(주)

HR BEST PRACTICE  


